
촉망받는 투우사 던 남편 후안이 부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이후 절망에 빠진 로리아는

알콜중독으로 나날을 지탱하던 중 지긋지긋

한가난을떨쳐버리기위해멕시코로떠난다.

멕시코, 술값을 벌기 위해 거리의 여자가 된

로리아는 어느날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현장에불려간다. 

그러나 거래가 성사되려는 순간 두명의 미

국인이 경찰임이 밝혀지고 총격전 끝에 마약

거래업자한명과경찰관두명이살해된다. 죽

어가는 경찰 오마는 그 자리에 있던 창녀

로리아에게 돈세탁을 하는 장소가 적힌 노트

를 건네준다. 멕시코에서 강제추방당한 로

리아는 공산당원이었던 시어머니 훌리아와

후안이있는고향마드리드로돌아간다. 홀로

후안을 돌보고 있는 훌리아는 아이들 과외수

업으로 집세와 융자금을 갚아나가며 살아가

고있는중이다. 훌리아는 로리아에게고등

학교자격시험을딸것을권유하고, 로리아

는 노트에 적힌 돈세탁업소 중 한 곳인 모피

점을 털 계획을 세운다. 한편 살아남은 한명

의 마피아 에두아르도는 조직의 보스인 마담

으로부터 노트를 찾아내고 증인을 죽일 것을

명령받은후마담의부하오스왈드와함께마

드리드로그녀를찾아온다. 

훌리아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나온 로

리아는모피점바로위층을빌려돈을훔쳐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녀는다시알콜중독에빠져든다. 이튿날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간 로

리아에게 훌리아는 학원 등록증을 건네고

로리아는 훌리아의 말 로 직장을 구하려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결혼경력에 33살의 나

이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면

접중 회사중역들에게 희롱당한 로리아는

다시 술을 입에 고 그 와중에도 훌리아와

그녀의 옛공산당 친구들을 위해 송어를 사간

다. 그 때 로리아를 쫓던 에두아르도는 그

녀를 발견하지만 총을 쏘지 못한다. 그는 자

신이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딸의 병이 더 깊

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목소리와 로리아를 죽여

야하는임무사이에서갈등한다. 

로리아는 다시 한번 모피점을 털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장총을 들고 모피점을 찾아

가 돈을 훔쳐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도망

가던 중 에두아르도에게 잡힌 그녀는 에두아

르도와함께그들의아지트로보내진다. 에두

아르도는 로리아의 살인을 피하려고 하나

거꾸로 오스왈드에게 죽임을 당한다. 오스왈

드의고문중, 가까스로오스왈드를죽인 로

리아는 그곳을 탈출한다. 술을 완전히 끊은

로리아는임시직이지만트럭운전수라는직

업을 얻는다. 훌리아는 로리아가 제자리를

찾은것을알고친구아멜리아에게돈을빌려

빚을 모두 청산한 후 편지 한장을 남긴 채 후

안과 동반자살한다. 지금 로리아는 고등학

교 검정고시장에서 논술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Nobody Will Speak of Us When

We’re Dead’< 로리아 두케>의 어

제목인‘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도 우리

에 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는 모순

과 타락과 황폐함으로 가득찬 자본주의

의세상속에서살아남으려는자의외침

이며 여전히 유효한 90년 좌파의 전

언이다. 스페인의신인감독어거스틴디

아즈야네스의< 로리아두케>는<랜드

앤 프리덤>과는 전혀 다른 방향처럼 보

이지만 말하자면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

는 화이며또한스페인내전이라는좌

파 내부로부터의 실패라는 기억 속에서

건너온지금스페인의 화이다. 어거스

틴 디아즈 야네스는 자신의 데뷰작에서

명실공히 90년 화 혹은 화 유행

이라는 타란티노식의 어법을 택하며 거

꾸로(!) 그 속에서 이곳의 현실과 그 모

순의 극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정말 의

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더 이

상 현실의 메타포이기를 포기한(혹은

거부하는) 타란티노(혹은 지금 이곳의

화 유행)와 정반 에 놓여 있는 화

의형태이다. 화가시작하면어두침침

한 창고 안 책상 위를 훑고 지나가는 카

메라를 따라 담배꽁초, 식은 피자 조각,

수북히쌓인돈뭉치, 그리고마약상자가

놓여 있고 네명의 악당이 그 주위를 둘

러싸고 있다. 그리고 거래 성사 직전의

총격전, 이제 공간은 빛과 어둠과 피로

뒤범벅된다. 이것은이미익숙한광경이

다. 그러나, <저수지의 개들>처럼 시작

하는 화는 여기서 끝이다. 물론 갱과

쫓기는 여자와 돈세탁과 살인으로 이루

어진 < 로리아 두케>는 말 그 로 갱스

터와 스릴러를 아우르는 장르와 외형을

같이 하지만 내러티브의 반전(그것이

장르적 장치이든지 혹은 캐릭터로부터

시작되는 반전이든지 상관없이)이나 장

르의관습과는전혀무관하다. 로리아

두케, 부상당한투우사의아내이며알콜

중독자이고 창녀이자 삶과의 투쟁 한복

판에 서 있는 주인공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내 한고통에직면해있는

화는 오히려 그것의 외피 속에 감춰진

리얼리즘의 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다. 이것은 수사학이 화의 형태뿐만

아니라 화 내부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화들과전혀다른맥락을형성

해내는것이다. 

어쩌면 < 로리아 두케>는 우리가 만

나게 된 가장 극렬한 텍스트 중의 하나

일지 모른다. 멕시코로부터 스페인으로

이동함으로써 침략과 지배의 기억을 상

기시키며 시작하는 화는 곧 마피아와

마드리드의 하층계급의 세계로 넘어간

다. 이제 화가 자신의 골격 속에서 수

행하는것은일종의자본주의에 한환

유들이다. 마피아-자본주의의 연관은

갱스터장르가수행한그허다한메타포

의 역에놓여있으며바로이곳에서어

거스틴 디아즈 야네스는 타란티노와 만

나고, 곧 헤어진다. 마약단속반인 경찰

은갱들을체포하기위해서가아니라마

피아의 검은 돈을 노리고(도둑의 돈을

다시 훔치려는 도둑으로서) 위장잠입하

고죽어가는경찰중의한명은돈세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모피점을 알려준다.

여기서 모피점은 또한 80년 서방세계

로부터 시작한 환경운동에 한 신랄한

풍자이기도 하다. 빨간 옷만을 입어야

한다는면접지침 로빨간옷을입고간

로리아는 그녀의 나이(33살)와 결혼

경력으로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 자리에

서 자신의 몸과 돈을 바꾸어야 한다. 이

것은 제3세계와 서방세계, 부패한 공권

력, 여성과남성이라는지배와피지배의

관계이며 그 모든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온갓모순의접점이다. 갱스터

장르를빌어온 화는또한편으로성장

소설의구조를차용한다. 현실과끊임없

이 부 껴나가는 로리아의 여정은 마

치『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 』처럼

수업의 과정을 통과해나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화 내러티브가(킬러에게 쫓

기며 모피점을 털고, 실패하고, 취직하

고, 고입검정고시를 치르는 모든 과정)

진행되고 그것이 로리아에게 투사되

는 이야기는 살아남기 위한 로리아의

투쟁의 역사이며 또한 로리아로 표

되는 민중이 자각하고 생존권을 지켜나

가는 과정이다. 이제 화를 아우르는

갱스터와 그곳에 섞여든 성장소설의 구

조는전혀다른맥락으로재생산된다. 

이 모든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한편에놓여진시어머니훌리아의존

재이다. 고문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저

는 그녀는 다시 말해 실패한 혁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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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제 몸에 새기고 있는 이제는 늙고

병든 공산당원이다. 훌리아는 로리아

가고입검정고시를치르도록이끌고, 보

살피고, 결국에는죽음으로써희생을감

내한다. 여기서어머니이자선생님인훌

리아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견뎌온 자의

초상이기도하다. 지금좌파로지칭되는

그들은늙고병들고쇠약해졌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그 불명확한 절 다수의 존

재를위해싸웠던그녀는이제 로리아

라는 이름에 희망을 건다. 그래서 패배

주의에 빠져드는 위험한 순간( 화의

극도의 사실주의는 거꾸로 그것의 맥락

을 가려버리기도 한다)은‘가난한 자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야 할 왕자이다’

라는 전언을 앞지르는‘살아남기 위한

투쟁’의순간들로 치된다. 

< 로리아 두케>를 이루는 마지막 꼭

지점은 멕시코로부터 온 킬러 에두아르

도의 존재이다. 17명을 죽인 마피아로

서 병든 딸을 갖고 있는 그가 직면하는

것은 신의 존재와 그의 말 에 한 문

제이다. 절 권력으로 존재하는 이전의

신앞에서그는절 선으로서의신의존

재를 제기한다(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

의 말 을 전하는 에두아르도에게 마피

아의 보스는“구약성서를 읽어보라구.

그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터프했어”라

고 응답한다). 그것은 권력으로서의 카

톨릭이 자본가들과 야합한 스페인의 역

사로부터 도출된 현재진행형의 답변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 순간 화는 로

리아의투쟁을통해신의죽음이선언된

세계를 이겨나가려고 한다(오스왈드를

죽이고 도망치는 로리아는‘신은 살

아 있어’라고 말한다). 그래서 스페인의

좌파로서 어거스틴 디아즈 야네스는 그

마지막순간에매우기이하게도거의범

신론에이르는절 선에 한긍정을이

끌어내는것이다. 

어거스틴 디아즈 야네스는 우리가 알

렉스 드 라 이 레시아와 훌리오 메뎀

등을 이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90년

스페인 화의이름이며앞서든이들과

마찬가지로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직계

후배이다. 이것은그가자신의데뷰작에

서 알모도바르의 페르소나 빅토리아 아

브릴을 주인공으로 하고 촬 감독 파코

페메니아(알모도바르의 <페피, 루시,

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촬 감독)와

음악에 베르나르도 보네찌를 파트너로

한 알모도바르 시스템의 활용만을 이르

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마치 그의 선배처

럼 은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전복의

힘을 믿는다. < 로리아 두케>는 그 중

에서도 가장 솔직하게 이 세상에 한

이야기를건네고있는 화인것이다.

이 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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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케이프 지방. 이곳의 외딴 농장

에서막다는오래전에죽은어머니를 신하

여 아버지와 함께 부부인 제이콥과 안나, 헨

드릭등흑인하인들을데리고농장을꾸려나

가고 있다. 그러나 폭군과 같은 아버지에게

막다의 존재는 하녀와 마찬가지이다. 어느날

하인헨드릭이자신의아내작은안나를데리

고농장에들어온다. 아버지는젊고매력적인

작은 안나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하고 막다는

자신에 한 아버지의 무관심에 증오를 느낀

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제이콥과 안나는

농장을떠나고이제막다는질투와증오속에

서아버지와작은안나의시중을들며하루하

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분노에 찬 헨드

릭은자신의손가락에칼을꽂고그날밤작은

안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방 앞에 선 막다

는잠이오지않는다고소리지른다. 아버지는

막다를 쫓아내지만 쫓겨난 막다는 총을 들고

아버지의방문앞으로다가가문을향해두발

의 총을 쏜다. 다음날, 배에 총을 맞은 채 아

버지는 죽어가고 있다. 작은 안나를 다시 헨

드릭에게 데려다준 막다는 아버지 옆에서 그

를 간호하고 몰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파멸의

순간을 지연시키지만 아버지는 결국 죽는다.

막다는 헨드릭에게 시체를 묻을 것을 명하지

만두려움에빠진헨드릭은거부한다. 막다는

혼자 힘으로 사막에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를

몰래 묻어버린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옷가지

들을헨드릭과작은안나에게나누어준다. 그

러나 급료를 줄 수 없는 막다에게 헨드릭은

반기를 들고 막다는 우체국에 가면 돈을 줄

것이라고 그를 보내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헨

드릭은막다를강간한다. 다음날헨드릭을찾

아간 막다는 작은 안나와 함께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더 이상 아버지가

보이지않는것을이상하게생각한이웃사람

들이그들의집을찾아온다. 헨드릭은자신의

아내와 죽은 주인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틀림

없이자신이뒤집어쓸누명때문에공포에사

로잡히고 막다에게 이곳을 떠나겠다고 통보

한다. 막다는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헨드릭과 작은 안나는 농장을 떠나고 농장에

는막다만이홀로남겨진다. 폐허가되어가는

농장에 우체국에서 한 소년이 찾아오지만 막

다의노골적인유혹에놀란소년은그곳을도

망친다. 이제아무도찾아오지않는농장에서

막다는 아버지가 묻힌 곳 옆에 자신이 묻힐

운명을예감한다. 

아주 가끔, 낯선 곳으로부터 오랜 시간

이 지난 어떤 것들이 불현듯 도착한다.

이미 맥락을 잃어버린 그들을 이곳에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리

온 한셀의 <더스트>는 바로 그런 식으로

다가온 화이다. 그래서 84년 베니스

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벨기에-프랑

스 합작의 이 어 화를 보는 것은 예

술 화라 지칭되는 그 모호한 자장권을

배회하는 것이거나 혹은 공허한 뿌리를

더듬어보는 것이며 그것은 때로 오독의

가능성으로빠져들기십상이다. 

벨기에의 배우 출신 여성감독이자 82

년 데뷰작 <침 > 이후 지금까지 6편의

화를 만든 마리온 한셀은(그녀의 가

장 최근작은 95년 깐느 경쟁부문에 오

른 <깊고 푸른 바다와 악마 사이에서>이

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그

것의 현존과 깨어짐, 선택받지 못한 자

가내몰리는광기의 역에사로잡혀있

다. ‘벼랑 끝에 내몰린 페미니즘’이라는

평가를받는그녀의 화는 부분원작

소설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

의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화화하는 과

정을 거친다(도미니끄 롤랭의 소설을

화화한 데뷰작 <침 > 이후 마리오 솔

다토의 원작을 갖는 <거장>, 얀 퀘펠렉

의 소설을 화로 만든 <이방인의 결혼

식>, 니코스 카바라디아스의 소설에 기

초한 <깊고 푸른 바다와 악마 사이에서>

등 91년 화인 <땅과 하늘 사이에서>

를제외한그녀의전작은원작소설을갖

고있다). 마리온한셀의두번째 화<더

스트>는 마찬가지로 83년도 부커상 수

상작인J M 코에찌의동명소설에기초

하지만 동시에 12살에 집을 나온 그녀

가 자신의 자화상일지도 모르는 여주인

공막다에게그스스로를투 하며증오

와분노에차서만들어낸가장개인적인

화이기도하다. 

사막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농장에

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딸 막다의

‘결혼도 거부한 채 난 순종적인 딸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화는 시작한다. 막

다와 아버지, 흑인 하인 헨드릭과 그의

아내 안나 네명의 등장인물들로 이루어

진 화는 사막에 둘러싸인 농장이라는

더스트
Dust

마리온한셀감독

distributor

칸 미디어

production

companies

맨스 필름즈

다스카 인터내셔날

플래치 필름즈

FR 3 필름즈

producer

마리온 한셀

production

designer

피에르 데프네

screenplay

마리온 한셀

based on a story by

J M 코에쯔

『마음 속의 고향』

director of

photography

발터 반덴 엔데

editor

수잔나 로스베르크

music 

마르틴 피에르

sound 

conception

앙리 모렐

sound

리카르도 카스트로

cast

제인 버킨

Magda 

트레버 하워드

The Father

존 매치키자

Hendrik

나딘 우왐파

Klein Anna

루데스 크리스티나

사요

Oud Anna

르네 디아즈

Jacob

87분

벨기에/프랑스

1984년 제작

〈더스트〉제인 버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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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북아일랜드. 여덟살 난 프랭키 맥과

이어는 어부인 아버지가 공화주의를 지지한

다는 이유로 총살되는 공포스런 장면을 목격

한다. 1992년 프랭키는 이제 북아일랜드 공

화국군(IRA)의 간부가 되었다. 그는 스팅거

미사일 구입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심

한다. ‘로리 데버니’란 가명으로 뉴욕으로 간

프랭키는공화주의자들을비 리에후원하는

피터 피시몬스 판사를 만난다. 피터는 그를

톰 오미러라는 뉴욕 경찰국의 경사와 연결시

켜주어 그의 집에서 묵게 해준다. 세 딸을 둔

기혼자인 톰은‘로리’(프랭키)가 단순히 어

떤곤란을겪어서은신중인것이라생각하고,

스탠튼아일랜드에있는자기집에기꺼이그

를 맞아들인다. 프랭키는 IRA 동료인 숀 필

란을 우연히 만난다. 그들은 함께 미사일을

고기잡이배에싣고 서양을건널계획을세

운다. 클럽 주인인 빌리 버크가 무기들을 공

급하기로 한다. 메건 도허티라는 또 다른 벨

페스트출신친구가피시몬스가모아놓은돈

을 프랭키에게 전달한다. 프랭키는 그 돈을

톰의집에숨긴다. 

톰과 프랭키 사이의 유 는 점점 강해져간

다. 미사일 구입이 연기되고, 이것이 버크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한다. 한편 경찰 일을

하면서 한번도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는 톰

은, 동료 에디 디아스가 무기도 없는 도망자

를쏘자, 이에심한충격을받는다. 톰은부인

에게 경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세

명의 복면 쓴 괴한들이 톰의 집에 침입하고,

프랭키는 톰을 도와 그들을 물리친다. 그 괴

한들이 버크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

낸 프랭키는 버크를 찾아간다. 버크는 그에

게 구타당한 숀을 보여주고, 돈을 달라고 요

구한다.

톰이 프랭키의 방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하

고프랭키가돌아와그의진짜임무를털어놓

는다. 톰과 에디가 그를 체포하나, 프랭키는

에디를 쏴죽이고 돈을 갖고 도망친다. 그는

돈을 버크에게 가져다 주지만, 숀은 이미 버

크에 의해 살해당한 후 다. 버크와 그의 부

하들은프랭키가준가방에장치된폭탄과함

께죽음을맞는다. 톰은FBI와 국정보부에

협조하기를 거절하고, 혼자 프랭키를 잡으러

출발한다. 배 위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끝에

두 남자 모두 부상을 당하고, 치명상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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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오운
The Devil’s Own

알란J 파큘라감독

distributor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production

company

콜럼비아 픽처스

인더스트리

executive

producers

로이드 레빈

도날드 라벤탈

producers

로렌스 고든

로버트 F 콜스베리

associate producer

카렌 T 토슨

production

supervisor

로실 메이슨 스미스

production 

co-ordinators

엘렌 게논

Dublin:

프랜 번

unit prodution

manager

조나단 필레이

unit manager

Dublin:

존 맥도넬

location

managers

마이클 스트릭스

Dublin:

더갈 커즌스

location 

co-ordinator

켈리 모리슨

2nd unit director

Dublin:

데이빗 엘리스

associate

directors

피터 콘

존 루스크

스코트 로버트슨

Dublin:

알랜 B 커티스

로안 마간

Dublin - 2nd unit:

존 갤러허

script supervisors

로빈 스큅

Dublin:

카렌 우키

casting

알렉스 고딘

associate:

마이클 오트립

크리스틴 샤츠

Dublin:

누알라 므와젤

screenplay

데이빗 애론 코엔

빈센트 패트릭

케빈 자르

story

케빈 자르

directors of

photography

고든 윌리스

Dublin - 2nd unit:

게리 카포

camera operators

크레이그 디 보나

데이브 녹스

Dublin:

데스 웰란

켄 번

editors

톰 롤프

데니스 버클러

additional:

마틴 레벤스타인

production

designer

제인 머스키

art directors

로버트 게라

Dublin:

나단 크로울리

set decorator

레슬리 블룸

master scenic

artist

리차드 벤터

special effects 

필립 코리

스티브 라일리

스티브 커쇼프

로버트 커쇼프

앤드류 맥데이드

supervisors -

Dublin:

해리 바이센한

에드워드 바이센한

costume

designers

버니 폴락

Dublin:

조안 버긴

wardrobe

supervisor

티모시 J 알버츠

셰릴 키번 킴튼

Dublin:

게르 스컬리

hair stylists

애론 쿼틀스

페기 쉬어홀츠

key:

마이클 크리스틴

Dublin:

앤 던

마티나 맥카시

make-up artist/

hair stylist

진 블랙

make-up artists

칼라 화이트

key:

마이클 로다티

Dublin:

켄 제닝스

로지 블랙모어

opticals

이펙츠 하우스

titles

시네마 서치

코퍼레이션

music

제임스 호너

music editors

토드 카소우

짐 헨릭슨

music scoring

mixer

숀 머피

songs

“God Be with You”

by Bruce

Fairbairn, Dolores

O’Riordan,

performed by

Dolores O’Riordan

“Gonna Fly Now”

(theme from

<Rocky>) by Bill

Conti, Ayn

Robbins, Carol

Connors

“Hay que poner el

alma”by Omar

Alfranno,

performed by Nan

Vernon

“All 4 Love”by

Bryan Abrams,

Howard

Thompson, Mark

Calderon, Sam

Watters, Kevin

Thornton, Steve

Cropper, Isaac

Hayes, performed

by The Hues

Corporation

“(Somebody) Loan

Me a Dime”by

Fenton Robinson,

performed by Boz

Scaggs

“Unchained

Melody”by Hy

Zaret, Alex North,

performed by

Robert Bradley’s

Blackwater

Surprise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by Harry Warren,

Mack Gordon

“This War is Over”

by/performed by

Melissa Ethridge

“Voices of Spring

Op 410”performed

by The New York

Philharmonic,

conducted by

Leonard Berstein

“Veni Creator

Spiritus”arranged

by Richard Proulx

production mixers

제임스 사밧

Dublin:

댄 버치

re-recording

mixer

리 디히터

supervising sound

editor

론 보카

dialogue editors

지나 R 알파노

프레드 로젠버그

sound effects

editor

루이스 골드스타인

ADR

supervisor:

데보라 월라치

foley

supervisor:

브루스 포스

artist:

마르코 코스탄쪼

editors:

캠 찬

프랭크 컨

스티브 비셰르

technical advisers

알리스 번

짐 오라일리

이반 D 맥 린

stunt co-ordinator

덕 콜맨

armourers

Dublin:

존 맥케나

팻 맥마혼

cast

해리슨 포드

Tom O’Meara

브래드 피트

Frankie McGuire,

‘Rory Devaney’

마가렛 콜린

Sheila O’Meara

루벤 블레이즈

Edwin ‘Eddie’

Diaz

트리트 윌리엄스

Billy Burke

조지 미언

Peter Fitzslmmoms

미첼 라이언

Chief Jim Kelly

나타샤 맥엘혼

Megan Doherty

폴 로난

Sean Phelan

사이몬 존스

Harry Sloan

줄리아 스타일스

Bridget O’Meara

애스블리 카린

Morgan O’Meara

켈리 싱어

Annie O’Meara

데이빗 오하라

Martin MacDuff

데이빗 윌마트

Dessie

안소니 브로피

Gerard

셰인 던

young Frankie

마틴 던

Frankie’s father

가브리엘 라이디

Frankie’s mother

사만사 콘리

Frankie’s sister

백스터 해리스

customs agent

하산 존슨

teenager 

스코트 니콜슨

rookie cop

조나단 얼 펙

Jerry

식스토 라모스

hispanic man

마이즈마이클스

hispanic woman

재시카 마리 카바나

hispanic girl

브렌든 켈리

Teddy

케빈 마지

thug

그렉 살라타

Tony

조셉 댄드리

Joey the Bartender

잭 맥킬롭

Jack Fitzsimmons

맥 오란지

the maid

말라치 맥코트

bishop

마리안토마스그리핀

cousin Eileen

페기 셰이

aunt Birdie

다니엘르 맥거번

Brooke

시아란 오라일리

Father Canlon

롭 맥엘호니

Kevin

도말드 J 미드

패트릭 레이놀즈

피터 루플

Irish musicians

데본 아이어

tour guide

마리오 폴릿

young Dominican

챈스 켈리

uniformed cop

윌리엄 폴슨

detective

빌 호그

trucker

빅터 슬레작

Evan Stanley(FBI)

다미엔 리크

Art Fisher(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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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속에서 기이한 폐쇄공포증에 사로

잡혀 있다. 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래(제목처럼)이며

그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처럼흐름없는시간에 한표상이

자 탈출구 없는 막다의 삶에 한 시각

적은유이다. 황폐한이미지들과끊임없

이 똑각거리는 시계 소리로 가득 찬

화는 막다의 내면세계에 한 전체적인

메타포로기능한다. 이속에서유일하게

언어를 부여받은 막다의 나레이션은(기

타등장인물들이 사를하는순간은극

히 부분일 뿐이다) 그 내면의 고백이자

(결코) 발화될 수 없는 말들의 들려짐이

다. 한 남자의 딸이자 여성인 자의 찢겨

진 자아에 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화는 소리들을 과장시키고 내러티브

의 흐름 속에서 불현듯 방출하는 욕망-

환상을 계속 역순으로 재배치시키며 파

열하는내부의풍경을이끌어낸다. 화

는이모든건조함으로지배와피지배의

관계에 놓인 남성과 여성(착취당하는

딸, 강간당하는 여성)의 관계를 드러냄

으로써 착취당하고 있는 자, 여성의 내

부를 선연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성

은자신을둘러싼어떤것보다도그녀의

아버지와그녀의뿌리와그녀가묶여있

는 땅에 묶인다. 그것은 인종과 계급과

타문화사이의주종관계와서로서로얽

혀 있다. 우리 모두는 이것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둘

러싸는세계이기때문에”(마리온한셀)  

그러나 <더스트>가 우리를 당혹스럽

게만드는것은그무표정함이만들어내

는 참기 힘든 쓰라림이 아니라 지명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이 박탈당

한 듯한 공간으로부터 연유하는 부당함

에 기인한다. 화를 둘러싸고 있는 성

적인 긴장감은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

인이라는 명약관화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모호하게 얽혀들게 만든다(백인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흑인 하녀는 죄의

식으로부터자유롭고, 막다는강간을즐

긴다). <더스트>의 혼란은 여전히 입김

을씌우고있는프로이드적인세계와현

실의모순을연결시키는데서출발한다.

여기서여주인공막다는그녀로분한제

인 버킨의 이미지와 겹쳐 이 기묘한 세

계를거의완전하게체현해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꾸로 12년 전에 만들어

진 화를지금이곳에서는거의이해불

가능하게만드는것이기도하다. 지금<더

스트>는 이미 시간도 공간도 공유할 수

없는 이 곳 밖에서의 한 담론처럼 보인

다. 그것의결과는그야말로서방세계적

인 혹은 80년 적인 여성주의(?)처럼

보이는것이다.

이 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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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그라벨스키는 프리덤 익스프레스의 배

달원이다. 그는 운임료 외에 매번 50불의 팁

을 가로3주동안5회에걸쳐10시정각에

수하물을 배달해달라는 브랜든의 제안을 응

락한다. 드디어 4번째 수하물 배달차 브랜든

프랭키는톰의품안에서죽어간다.

해리슨 포드는 전에도 IRA를 다룬 화

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톰 클랜시의 소

설을 각색한 필립 노이스의 공허한

화, <패트리어트 게임>이 그것이다. 그

화에서 리차드 해리스란 사람은 IRA

정통파는 무고한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무책임하지않기때문에, 테러를

하는나쁜놈들은극단적인과격분파주

의자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데블

스 오운>은 비록 그 내러티브에 있어 헐

리우드특유의상투성이만만치않게보

이기는 하지만, 절 로 그렇게 터무니

없는지경까지타락하진않는다. 엄청난

제작비를자랑하는메이저 화로서, 북

아일랜드의 복잡한 상황들을 담아보려

는 시도는 칭찬할 만하다. 그 시도가 궁

극적으로는실패하긴하지만, 그래도이

화는 다루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런 소재에 관한 한, 이제까지의 헐리우

드가배출한최고의작품이다. 테러리스

트프랭키(브래드피트)가톰(해리슨포

드)에게 말한다. “해피 엔딩을 기 하지

말아요. 이건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일랜드 이야기이니까.” 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데블스 오

운>의 마지막 부분은 해피 엔딩은 아닐

지라도, 전통적헐리우드윤리를철저히

따르고 있다. 테러리스트는 아무리 그

동기가이해할만한것이라도죽어야하

며, 착한 경찰은 그에게 동정을 느끼면

서도 결국 그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데블스 오운>에“테

러리즘에 한 변명”이라는 비난이 쏟

아졌다. 물론 이것은 IRA 멤버 전원을

머리가 셋 달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

물로 그리지 못한 화들에 퍼부어지는

일상적인반응이다.

더구나 <데블스 오운>은 IRA에 동조

하는 화라고 불릴 만하게도, 한쪽 편

의 목소리만 전달하고 반 편에게는 기

회를 주지 않는다. 추측컨 , 국 정부

쪽사람들은단지타이틀이나오기전에

프랭키의 아버지를 죽이는, 두건 쓴 총

잡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국

사람들은군인으로, 아니면시몬스존스

가연기한거만한정보부요원으로보여

지는 게 전부다. 그리고 프랭키의“당신

들은 모두를, 양쪽 모두를 망친 정부와

상 하고 있어”와 같은 비난의 종착지

는 명백히 그들이다. 그 사가 이 화

에서유일하게그나마정치적분석을허

용하는부분이다. 언제나그래왔듯이헐

리우드는 정치적 갈등을 맞닥뜨리게 되

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개인간의 결

정도로약화시킨다. 그러므로비록톰이

‘만약 자신이 프랭키가 겪은 것들을 똑

같이경험했다면자기도프랭키같은일

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긴 하지만, 마

지막에 그의 이론적 토 는 <말타의 매>

(41)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매리 아스터

를 내려보낼 때의 그 경직된 신념(“남자

는 자기 동료가 죽으면, 그에 해 무언

가를 해야하는 법이다”)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마지막 결투 이전에 보이는 프랭키와

톰의관계가지나치게도식적인감이있

긴 하지만 (한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

를,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못가졌던 아

들을 얻는다는 식의), 적어도 그 관계

묘사는상당히심금을울리는면이있다

(“여기에 서서 오줌누는 사람이 또 있으

니 좋군”과 같은 톰의 말). 브래드 피트

의연기는짧게나마이전에결코경험해

보지못한평화로운나날을누리게되는

가련한 젊은이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표

현한다. 또한그의벨파스트식의악센트

도 제법이다. 그러나 <데블스 오운>의

치명적 약점은 서서히 침식해들어오는

위협의느낌이전혀없다는사실이다.

파큘라는한때광적인긴장을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 다. <클루

트>, <암살단>, < 통령의 음모>, 심지어

혼란의 극치인 <롤오버>까지도 어둠 속

에 숨어 있는 정체 모를 공포로 전율할

만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갖고

있었다. <데블스 오운>은 그런 긴장을

위한완벽한전도체를마련했어야했다.

예를 들면 지하실에서 자는 프랭키나,

톰의조용한스탠튼아일랜드의집에몰

려오는어두운기운같은것을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몇번의 격렬한 액션이 고

작인데, 그것은 잘 짜여지긴 했지만 긴

박한분위기를느끼게하는데는절 부

족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북아일랜드에 관한

화를 만든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도 효과반감을 수반하는 것이 필연적인

가 보다. 현재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룬 화들은(예를들면닐조단의<천

사 탈주>, 켄 로치의 <숨겨진 비망록>,

짐쉐리단의<아버지의이름으로>) 미국

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악을 보여준

다기보다, 사회전체를 완전히 부패시키

는어떤갈등과 립의 향을전달했었

다. 반면에 파큘라의 화는 결국에는

그 문제 전체를 다소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고 만다. 나찌를 시카고 갱과

비슷하게 그렸던 전시의 헐리웃 화들

처럼, <데블스 오운>은 아일랜드엔 불굴

의 뉴욕경찰이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는것이다. 

PHILIP KEMP

SIGHT &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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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저 스카우트
Bushwhacked

그렉비만감독

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tion

company

20세기 폭스

producers

폴 쉬프

찰스 B 웨슬러

executive

producer

다니엘 스턴

co-producer

데이빗 위스니비츠

casting

존 브레이스

screenplay

니 바이어스

존 조단

마이클 골드버그

토미 스워드로우

dialogue editors

짐 브룩쉐어

데이빗 스펜서

director of

photography

테오 반 드 산데

editor

로스 알버트

music

빌 콘티

sound effects

editor

폴 움슨

production design

마크 W 맨스브리지

샌디 벤네지아노

costume design

매리 조프레스

art director

브루스 크론

costume

supervisor

에덴클라크코블렌즈

make-up

쉐릴 브룸

set designer

랜달 D 윌킨스

special effects

supervisor

존 리차드슨

visual effects

supervisor

그레이그 바론

re-recording

mixer

안나 벨머

script supervisor

헬렌 칼드웰

safety 

co-ordinator

페리 베크험

stunts

브라이언 리 브라운

니 코스타

케리 컬린

클린트 릴리

밥 맥더

바비‘맥’맥로린

에린 리코티

제임스 라이더

로리 린 로스

버지트 K 쉬어

로빈 트레시 쉐우드

다이앤 L 윌슨

cast

다니엘 스턴

Max Grabelski

존 폴리토

FBI agent Palmer

브래드 설리반

Jack Erickson

앤 다우드

Mrs. Patterson

안소니 힐드

Bragdon

톰 우드 주니어

agent McMurrey

블레이크 바쇼프

Gordy Patterson

코리 캐리어

Ralph

마이클 갈레오타

Dana

맥스 골드브랫

Barnhill

애리 그린퍼그

Fishman

자나 마이클스

Kelsey Jordan

나탈리 웨스트

Mrs. Fishman

마이클 P 번

Mr. Fishman

마이클 오닐

Jon Jordan

제인 모리스

Beth Jordan

크리스토퍼 커리

trooper

케네스 존스

state patrolman

로버트 도리

proprietor

슈 권

TV newscaster

리드 클락 민스

kid

할리 켈시

forest ranger

세자리나 본

business woman

코리 벅

tricycle kid

테오도르 스코트

오웬스

business man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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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오운〉브래드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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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택을 방문한 맥스. 그러나 브랜든은 온

데간데없고, 저택은불길에휩싸이기시작한

다. 게다가 FBI 요원 파머는 맥스를 방화 살

인범으로몰아 고, 당황한맥스는총을집어

들고 줄행랑을 친다. 방송에서 줄기차게 이

사건을 보도하는 사이에 맥스는 마지막 수하

물이 3일 후에‘악마의 정상’까지 배달될 예

정이라는사실을알아낸다. 맥스는누명을벗

기 위해 거리에서 차를 탈취하여‘악마의 정

상’으로 떠나고, 경찰들은 그를 추적한다. 맥

스는 산 어귀의 마을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

가 들어간 상점의 주인은 맥스를 알아보고,

스카우트 리더인 에릭슨은 불법주차를 이유

로맥스를비난한다. 맥스는정체가탄로나자

에릭슨을자신이탈취한차에태워그의손과

얼굴을 순간접착제로 핸들에 붙여 운전을 시

키고, 신에릭슨의차를타고산으로향한다.

한편고디, 랄프, 다나, 반힐, 피쉬맨, 켈시,

6명으로 구성된 스카우트 원들은 그들의

야 을책임질에릭슨을애타게기다린다. 실

망한 아이들을 위해 에릭슨을 찾아나선 경찰

은 자동차 때문에 맥스를 에릭슨으로 오인한

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떠맡게 된 맥스는

아이들을 따돌리고 빨리‘악마의 정상’으로

갈생각만하고, 아이들은아이들 로옷차림

으로보나행동으로보나전혀스카우트리더

같지 않은 맥스에 해 의구심을 느끼면서도

그를 따라 산행을 떠난다. 맥스가 산행 중 계

속 해프닝을 벌이는 사이에 경찰은 에릭슨을

발견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야 지

로인도하고있는사람이살인범맥스라는사

실을알고경악한다. 에릭슨과파머는맥스를

추적하기시작한다. 그들을피해아이들과함

께도망친맥스는겨우한숨을돌리고야 을

시작한다.

그러나 광석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를 통해 맥스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아이들은한편으로는연막신호로위기상황을

알려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온갖 구급약들을 섞어 맥스에게 마시게 함으

로써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맥스는

아이들이 실수로 자신을“그라벨스키 씨”라

고 부르자 정체가 탄로났음을 깨닫고 광분하

지만 때마침 약효과로 쓰러진다. 바로 이 때

에릭슨을 나무에 결박한 파머는 맥스에게 총

을겨눈다. 헬리콥터에서내리는브랜든을본

맥스는 반가워하지만 브랜든과 파머는 한편

이며, 브랜든에게속았다는사실을깨닫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맥스를 구하려

하지만 실수로 브랜든을 낭떠러지 아래의 강

에 빠뜨리게 되고, 브랜든과 파머를 피해 도

망친다. 파머와 브랜든은 아이들마저 죽이려

하지만아이들은배낭을모두물에던져죽은

것처럼위장한다. 

아이들은 깨어난 맥스를 도와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정하고 절벽타기를 하는 등 우

여곡절을 겪으며‘악마의 정상’에 도착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악마의 정상’

으로혼자간고디의어머니는브랜든에게잡

혀 결박당해 있으며, 이들을 발견한 파머는

맥스를 죽이려 하지만 탈출한 에릭슨에 의해

구해진다. 맥스는고디의어머니를구하려하

고, 이를 알아챈 브랜든은 그들을 죽이려 한

다. 고디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브랜든을 향

해달려가지만낭떠러지아래로떨어진다. 이

에흥분한맥스가브랜든을한방에때려눕히

던중고디가나무가지에매달려있음을알게

된다. 결국 맥스에 의해 고디는 구출된다. 후

에누명이완전히벗겨진맥스는정식스카우

트 장이된다.    

광 머리에 표정을 자유자재로 변형시

킬수있는고무같은얼굴, 침을튀기며

연발타를퉤퉤뱉는듯한코맹맹이의목

소리를 가진 다니엘 스턴은 라이브액션

카툰 그 자체이다. 말하자면 다니엘 스

턴은제리루이스로부터짐캐리까지이

르는코미디배우계보도의한구석을차

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를‘짐

캐리의 선배’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

다면 다니엘 스턴이‘또 다른 (another

kind of)’짐 캐리가 되는 것은 근본적

으로 불가능한 임무일까? 다니엘 스턴

은언제나 화의중심에서비껴서있던

자신에게 정면으로 스포트 라이트를 비

춘 <레인저 스카우트>에서 세계 최고의

코믹 펀칭 백이 되어보기로 결심이라도

한 듯 시종일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안

면근육을최 로늘 다줄 다하며최

선의 노력을 한다. 항상‘사이드 킥’으

로 우리를 주목시켜온 다니엘 스턴으로

서는 주연으로서의 가능성을 매우‘조

심스럽게’타진해본다는 점에서 <레인

저 스카우트>는 어쩌면 그의 최 흥행

작 <나홀로 집에>보다 훨씬 중요한 화

라고할수도있다. 

하지만감독인그렉비만은다니엘스

턴의그러한노력이 화의코믹한효과

를시각화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이

라는것을믿어의심치않음에도불구하

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듯이 전적으

로 다니엘 스턴에게 무게중심을 실으면

서도 화의힘을분산시키는전략을택

한다. 그렉 비만은 어차피 B급 화일

수밖에 없는 <레인저 스카우트>의 방향

을 패로디로 고정시킨다. 그렉 비만이

참고 텍스트로 선택한 것은 <나홀로 집

에>이며, 다니엘 스턴은 이 화에서 마

치촬 현장을잘못찾아온것처럼유사

한연기를보인다. 실제로<나홀로집에>

에서다니엘스턴은맥컬리컬킨에게계

속당하면서한편으론조페시의존재감

에눌려서자기를거의드러내보이지못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만화

속의 악당처럼 순진무구하게 계속 당하

면서그특유의액션제스추어와표정으

로 화의 폭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레인

저 스카우트>의 맥스 그라벨스키는 다

니엘 스턴의 이미지에 꼭 맡는 배역이

다. 다니엘 스턴은 분명 음모가 도사리

고있을법한제안을생각해보지도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멍청해보

일 뿐 아니라 누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

을 쓰며 도망치는 맥스는‘입장을 바꾼’

<나홀로 집에>의 악당과 다를 바 없다.

관객들은이미맥스가억울한누명을쓴

불쌍한 어릿광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화속의인물들의입장에서맥스는명

실상부한 악당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

금까지관객들이그에게갖고있던심정

이 등장인물들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

이다. 하지만 <레인저 스카우트>가 아무

리 <나홀로 집에 3>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이 화에는 <나홀로 집에> 시

리즈때처럼 화전체를주도해가는맥

컬리 컬킨도 없으며, 다니엘 스턴과 버

디가되어그의틈들을메꾸어주었던조

페시도없으므로모든것을다니엘스턴

혼자 해나가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그

렉 비만 역시 이점을 염려한 듯 한편으

로는외로운맥컬리컬킨 신6명의스

카우트 원들을 등장시켜 키드 어드벤

처 무비의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

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 스턴이

장기를발휘할수있는해프닝들을끊임

없이만들어낸다. 

그러나 <레인저 스카우트>의 가장 큰

문제는바로그다양한해프닝들을뒷바

침해줄 플롯 구성력과 연출력이 전무하

다는 것이다. 4명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머리를맞 고짜낸플롯은이미어디선

가 많이 본 듯하며, 구태의연한 연출은

다니엘 스턴의 온갖 노력들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게다가 그렉 비만은 화의

맥락과는 아무 상관 없이 비지스의

「Stayin’Alive」를 배경음악으로 인파

로 가득 찬 도시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토요일 밤

의 열기>의 오프닝 시퀀스를 그 로 따

와 화의 초두를 장식하고, 다니엘 스

턴을 70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복

고풍 패션으로 둘러싸이게 한다. 그렉

비만의 생각에는 아무 의미도 자아내지

못하더라도 화 속에 가능한 한 많은

패로디의 요소들을 끼워넣는 것이 90년

B급 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일까? 어찌 되었든 <레인저 스카우트>

는실패를거두었지만다니엘스턴은그

속에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

는 화의 주연보다는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화의조연이훨씬의미있다

는교훈을얻어냈음에는틀림이없다.

이종은 기자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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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의 로스앤젤레스. LA 경찰청 형사

맥스 후버와 그의 세 동료 엘러리 쿨리지, 에

디홀과아더렐리야는앨리슨폰드라는여자

의 피살사건을 조사한다. 그녀는 공사장에서

땅에구겨져처박힌채로발견되었다. 후버는

폰드의 이웃인 지미 필즈로부터 필름 한통을

받는데, 그것은폰드가원자핵실험기지를방

문하는장면과, 건물촬 을그만두라는말을

듣는 장면, 필즈가 토마스 팀스 장군이라 밝

힌한남자와정사를갖는장면들로이루어져

있다. 폰드의 방을 수색하던 중 그녀의 집과

필즈의집사이에이중거울이설치된것을본

후버는필즈가자신의 명예를더럽힐필름들

역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맥스 후버는 죽은 폰드와 이전에 관계를 맺

은바있었다). 그러나필즈는후버에게그필

름들을 도난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의보호에도불구하고, 필즈가살해된다.

후버와 그의 동료들은 원자핵 실험기지로 가

서 팀스 장군을 만나고, 장군은 문제의 주말

에 폰드를 만났음을 시인한다. LA로 돌아온

후버는FBI 요원맥카퍼티로부터국가보안을

위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를 받는

다. 맥카퍼티는 필름을 찾기 위해 후버의 집

을 쑥 밭으로 만들어 놓고, 후버의 아내 캐

더린을위협한다. 이에 한보복으로후버는

주차장에서 맥카퍼티를 흠씬 두들겨 패준다.

그러나 캐더린이 필즈가 없어졌다고 말한 사

진, 후버와 폰드가 한 침 에 있는 사진들을

받으면서 후버의 결혼생활은 급속도로 무너

져버린다.

후버는팀스장군을궁지에몰리게할필름

을 그에게 주는 신, 그의 오른팔인 피츠제

럴드 령을소개받는조건에동의한다. 쿨리

지와함께비행기를타고기지에도착한후버

는 폰드가 사진을 찍으려다 제지당했던 바로

그빌딩안에암에시달리는군인들이가득하

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팀스 장군과 면한

후버는팀스역시방사능오염으로인한암으

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에게 필름

을준다. 후버와쿨리지는피츠제럴드와함께

LA로돌아가는비행기를탄다. 피츠제럴드는

암병동에 해알게된폰드를비행기밖으로

던져죽 던사실을시인하고, 후버와쿨리지

에게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격투

끝에 후버와 쿨리지는 피츠제럴드와 다른 장

교를 비행기 밖으로 내던지는데 성공하지만

공교롭게도 조종사가 총상을 입는다. 사막에

불시착한 후, 역시 총상을 입은 쿨리지가 죽

는다. 쿨리지의 장례식, 후버는 캐더린에게

팀이 해산되었음을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

시받아들이기를거부한채떠나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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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눅컴퍼니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

마리오 이스코비치

producers

리차드 D 자눅

릴리 피니 자눅

production

designer

리차드 실버트

production 

co-ordinator

알레시아 라뤼모

unit production

manager

마가렛 힐리아드

location manager

제임스 M 개빈

assistant 

directors

엘렌 H 프리드킨

데이빗 벤포스

에릭 티그니

2nd unit:

래리 포웰

낸시 킹

casting

새리 로드

조셉 미들튼

ADR voice:

바바라 해리스

screenplay

피트 덱스터

story 

피트 덱스터

플로이드 머트뤽스

script supervisor

줄리 피트카넨

directors of

photography

해스켈 웩슬러

2nd unit:

프랭크 홀게이트

camera operator

P 스코트 사카모토

aerial cameraman

2nd unit:

커트 소더링

special effects

co-ordinator:

토마스 R 워드

foreman:

사무엘 E 프라이스

visual effects

designer/

supervisor

스티브 런들

digital 

composites

D 레즈, 헐리우드

digital EFZ

producer

블론델 에이두

3D digital artist

밥 스키포

supervising digital

artist

T J 모간

editor

샐리 멘케

art director

그레고리윌리엄볼튼

set design

리차드 버거

휴고 산티아고

set decorator

레어 보윈

costume 

엘렌 미로즈닉

costume

supervisor

데보라 호퍼

make-up effects

매튜 W 멍

존 E 잭슨

body make-up

지나 릴랜더

hair design 

수잔 저메인

key hair stylist

조이 자파타

key make-up 

마이크 핸콕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choreography

미란다 개리슨

title design

댄 페리

title/title opticals 

시네마 리서치

코포레이션

music

데이브 그루신

music editors

스코트 그루신

존 조셉 토마스

music scoring

mixer

숀 머피

songs

“Harbour Lights”

by Jimmy

Kennedy, Hugh

Williams, arranged

by Jimmie Haskell,

performed 

by Aaron Neville

“Mr Anthony’s

Boogie”by Ray

Anthony, George

Williams,

performed by Ray

Anthony 

“Something Cool”

by Billy Barnes,

performed by June

Christy

“So Tired”by Russ

Morgan, Jack

Stuart, performed

by Kay Starr

“That Certain

Party”by Walter

Donaldson, Gus

Kahn, performed

by Dean Martin

“Who Me”by

Frank Foster,

performed by

Count Basie & His

Orchestra

supervising sound

editor

스티븐 헌터 플릭

supervising

dialogue editor

릭 프리만

dialogue editors

마빈 왈로위츠

로버트 맥납

찰스 어윙 스미스

ADR 

mixer:

토마스 J 오코넬

recordist:

릭 카넬리

supervising editor:

주디 플릭

editor:

베스 버그론

foley 

artists:

존 B 로스치

힐다 호지스

mixers:

매리 조 랭

마릴린 그래프

recordist:

캐롤린 탭

supervising editor:

볼랜지 S 슈왈브

editor:

윌리암 제이콥

production sound

recorder

제임스 E 웹 주니어

re-recording

mixers

도날드 O 미첼

프랭크 A 모나코

마이클 허빅

additional:

로버트 J 리트

엘리오트 타이슨

그렉 P 러셀

마이클 캐스퍼

recordists

개리 리치

캐슬린 맥카트

technical advisers

medical:

도나 클라인

police:

치프 윌리암 리드

coroner:

밥 뎀바서

military:

제임스 G 홀름스

주니어

technical

consultants

존 M 마셀로

길버트 파라

sound effects

editors

찰스 메인스

폴 베로즈하이머

cast

닉 놀테

Max Hoover

멜라니 그리피스

Katherine Hoover 

채즈 팔민테리

Ellery Coolidge

마이클 매드슨

Eddie Hall

크리스 펜

Arthur Relyea

트리트 윌리암스

Colonel Nathan

Fitzgerald

제니퍼 코넬리

Allison Pond

다니엘 볼드윈

FBI Special Agent

McCafferty

앤드류 맥카시

Jimmy Fields

존 말코비치

General Thomas

Timms

카일 챈들러

Captain

에드 로터

Earl

래리 개리슨

Perino’s Maitre D

첼시 해링튼

Lolita

〈머홀랜드 폴스〉채즈 팔민테리, 닉 놀테

조안나 존슨

Bar Woman

릭 존슨

Staff Car Sergeant

브리트 버

Staff Car Sergeant

멜린다 클라크

Cigarette Girl

어니 리벌리

Foreman

리차드 실버트

Coroner

마이클 크래윅

Assitant Coroner

티터스 웰리버

Kenny Kamins

로버트 피터스

1st Cop

파더 윌리암 M 씽펜

Priest

드류 필스버리

Chief’s Assistant

브래드 헌트

Guard

아론 네빌

Night Spot Singer

버디 조 후커

DC-3 Pilot

에디 칼세도

Gasping Patient

프라이스 카슨

Honour Guard

아잴리아 다빌라

스카이 솔라리

Perino’s Girls

알리사 크리스텐슨

Spaghetti Girl

브루스 던

The Chief

윌리암 피터슨

Mafia Mobster

로브 로

Hoodlum

107분

미국 1995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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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얼로이 스타일의 <차이나타운>

에 <키스 미 데들리>를 가미한 것은 분

명 구미당기는 수법이다. 특히 <머홀랜

드 폴스>의 구심점인, 네명의 엘리트로

이뤄진LA 경찰청의‘햇스퀘드(중절모

파)’가1950년 실존했었기에더욱그

렇다. 하지만 분노의 드라마 <전사의 후

예>의 힘으로 헐리우드에 입성한 뉴질

랜드 감독 리 타마호리의 손 안에서, 

화는 전체가 각 부분의 총합에 훨씬 못

미치는모양이되었다. 

제목은 맥스 후버의 팀이 법을 그들

손으로직접집행하는것을선호함을말

해준다. 첫 씬에서 우리는 그들이 한 시

카고 갱단원을‘머홀랜드’차도로 데리

고 올라가 LA를 조망하고, 그를 어

‘떨어뜨리는’것을목격한다. <차이나타

운>처럼<머홀랜드폴스>도제목이지명

을 의미하기보다는 후버와 팀스 장군의

사업방식을일컫는것이다(팀스는‘리더

로서의 책임’이 법을 어길 권리를 부여

한다고 후버에게 말한다). 후버 자신은

분명 그에게 방해되는 인물을 죽이거나

난처한 비 을 덮어두는 것의 윤리성에

해 고민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쿨리지와 여자

정신분석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화가 있

다. 그녀는 쿨리지가 자신의 분노를 이

해하게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그 과

정에서 쿨리지를‘피아노 선생’처럼 변

하게하는데이는후버가두려워하는일

이다. 쿨리지는후버에게생각을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꺼내놓으라며 부추기지

만, 후버는 조적으로‘자기 물은 자기

가 떠서 날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만약 후버가 정말 그런 은폐적 인물

이라면, 왜 갑자기 팀스의 비 을 파헤

치는 데 그렇게 예민해지는가? 약간의

동기부여를 위해 피트 덱스터의 각본은

후버의 결혼생활을 지키려는 욕망을 강

조하지만, 이부부관계에는우리가관심

을 가질 만한 본질적인 요소가 절 부

족하다. “사랑해”, “저도사랑해요”. 화

앞부분에서 닉 놀테와 멜라니 그리피스

가 함께 말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난해

하고시큰둥하기짝이없다.

덱스터(<잠망경을 올려라>와 <러쉬>

의 각본가)는 자신의 신랄한 문체를 갖

고있다. “여기서나가면LA야.”후버가

맥카퍼티를 곤봉으로 팬 후 말한다. “난

너를 데려가서 네 집을 불태우고 네 부

인을 강간하고 네개를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놓친 기회들

과 헛점들 또한 지천에 널려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네명의 중견배우들을 캐

스팅해서 오직 중개업자(브루스 던의

억지 카메오)에게만 의무가 있는 돈독

한 유 의 4인조를 설정한 화는 렐리

야(크리스 펜)와 홀(마이클 매드슨)이

지미필즈를보호하는데실패한이후에

는 그들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주지 않는

다. 엔딩은 더욱 실망스럽다. 후버와 쿨

리지가 핵실험기지를 떠날 때, 그들은

한 시간 후에 다른 원폭 실험이 예정되

어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그들

이 사막에 불시착하여 살아남는 순간,

당신은 이제 그들이 <키스 미 데들리>

식의 망각으로 훌쩍 날아가리라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 쿨리지

의장례식으로급전환하여, 후버와캐더

린의 화해가 실패하기 전, 살아남은 세

명의멤버들이괴로운감상의순간에젖

어 관 위에 모자를 벗어놓는 걸 보게 된

다. 후버가 화 전부분을 쏟아 알아낸

정보를가지고무엇을할것인가에 한

힌트는전혀없다. 

타마호리가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꾸

미기는 하지만(후버가 동료와 함께 사

막의 크게 벌어진 원폭 분화구 위로 넘

어지는 상은 숨막히는 것이다), 이

화는탄력이부족하다. 촬 감독해스켈

웩슬러와작곡가데이브그루신,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이너 리차드 실버트(<차

이나타운>의 명성 그 로)가 50년 배

경을 훌륭히 재창조해 내기는 했으나,

50년 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은 결

코 없다. 배경에 스쳐 지나가는 스페인

식의 저택들과 고전적인 자동차들은 너

무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하다.

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그럴듯한 50

년 의것은마이클매드슨이점점당

의 에드먼드 오브라이언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캐스팅또한너무지나치면서도

부족한 느낌을 준다. 떡 벌어진 가슴을

양복에 어 넣은 닉 놀테는 후버로서

완벽하다. 그가아동학 자의목을찔러

죽일 때는, 시청의 리석 바닥에 담배

꽁초를 도도하게 털어버릴 때만큼이나

태평해보인다. 그러나 쿨리지라는 원형

적인파트너역을맡은채즈팔민테리의

빠른 말투는 지겨우며, 팀스 장군으로

분한 존 말코비치는 그 어느 때보다 방

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환경과 집의

장식으로보건 , 장군은약간파시스트

적인카우보이로예상되는데, 실제행동

은 우쭐 는 공무원처럼 느껴질 뿐이

다). 로브 로우나 윌리엄 피터슨 같은

우정출연 또한(둘 다 신통찮았다)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머홀랜드 폴스>는 스

타들이 여기저기 뿌려지고 과도하게 예

술적으로 연출된 또 하나의 우울한 LA

시 물인 잭 니콜슨의 <불륜의 방랑아>

와 전체적으로 닮았다는 점만 확인시킬

뿐이다.  

JOHN WRATHALL

SIGHT & SOUND

메트로
Metro

토마스카터감독

distributor

브에나비스타코리아

production

company

터치스톤 픽처스

in association with

카라반 픽처스

executive

producers

마크 립스키

라일리캐스린엘리스

producer

로저 번바움

co-producers

조지 W 퍼킨스

레이 머피 주니어

랜디 펠드만

production

supervisor

cable car stunt

unit:

잭 머레이

head of

production

caravan pictures:

네드 다우드

production

designer

윌리엄 엘리오트

associate

producer

마이클 왁스만

production 

co-ordinators

멜리사 K 쿠퍼

cable car stunt

unit:

브라이언 M 탱크

caravan pictures:

디어드르 드 타팬

unit production

manager

낸시 B 지빈크

location 

co-ordinator

캐스린 소우른

location

managers

그렉 라자로

엘렌 윈첼

cable car stunt

unit:

로리 놀

assistant 

directors

마이클 왁스만

줄리 헤린

조나단 S 맥개리

cable car stunt

unit:

알버트 쵸

조안 커닝햄

크리스티나 퐁

2nd unit director

미키 길버트

post production

co-ordinator

caravan pictures:

마리사 존스튼

post production

manager

caravan pictures:

팻 랜든

casting

엘렌 체노웨스

Los Angeles

associate:

게일 골드버그

San Francisco:

니나 헤닝거

바비 스테인

voice:

바바라 해리스

screenplay

랜디 펠드만

script supervisor

바바라 아마토

directors of

photography

프레드 머피

cable car stunt

unit:

도날드 맥퀘이그

camera 

operators

크리스 스콰이어즈

킴 마크

steadicam

operator

커크 가드너

display graphics

co-ordinator

토드 마크

computer display

graphics

맨 컨설팅

special effects

co-ordinator:

래리 카바노프

supervisor:

마이크 리디

foreman:

헨리 러

crew foreman:

데이브 헤론

editor

피터 E 버거

art director

그렉 파파일라

set design

제임스 클레이터

돈 스위더스키

윌리암 R 벡

set decorators

피터 첼터

cable car stunt

unit:

바바라 먼치

storyboard 

artists

데이빗 B 러셀

크리스 버친스키

costume 

하 엔구옌

costume

supervisor

킴벌리 구엔서

key costumer

cable car stunt

unit:

낸시 로드

make-up

cable car stunt

unit:

그래시 아서튼

key hairstylist

폴레타 루이스

hairstylist 

돈나 던롭

key make-up

artist

위노나 Y 프라이스

make-up artist

제니-킹 터코

prosthetic 

make-up

매튜 W 멍

존 E 잭슨

main title

sequence creators

이미지너리 포스

카일 쿠퍼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music

스티브 포카로

orchestra

conductor

아티 케인

orchestrations

브래드 디크터

제프 애트매지안

프랭크 베네트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Walt Disney:

캐시 넬슨

scoring 

co-ordinator

마이클 매이슨

supervising music

editor

켄 카멘

music editor

브렌트 브룩스

scoring recordist

수 맥린

scoring mixer

숀 머피

songs

“You Don’t Have

to Worry”by Sean

‘Puffy’Combs,

Chucky Thompson,

Heany D, Quinners

Parker, Daron

Jones, Marvin

Scandrick, Michael

Keith, performed

by New Edition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by Mercer

Ellington, Ted

Persons, performed

by Duke Ellington

“Poor Butterfly”by

John Golden,

Raymond Hubbell,

performed by

Sonny Rollins

“High Noon(Do

Not Forsake Me)”

by Dimitri

Tiomkin, Ned

Washington

“Lo’u Sel Orina”

arranged by

Kapono Beamer

“O Yeah, It Feel So

Good”by James

Harris 3, Terry

Lewis, performed

by New Edition,

(contains a sample

of “The Playback”

by James Brown,

Fred Wesley, John

Starks, performed

by James Brown)

sound mixer

윌리 버튼

supervising sound

editors

F 허드슨 러

R J 팔머

수헤일 캐피티

테리 도만

개리 라이트

래리 만

ADR 

recordist:

릭 카넬리

editors:

데니스 포타

스티븐 자니츠

mixer:

토마스 J 오코넬

supervising editor:

주노 J 엘리스

foley

artists:

댄 오코넬

존 쿠치

recordist:

린다 류

supervising editor:

빅토리아 마틴

editors:

매튜 해리슨

제임스 리코우스키

mixer:

짐 애쉬윌

re-recording

mixers

테리 포터

맥 맷칼프

딘 A 저패닉

recordist

자네트 브라우닝

technical advisers

police:

짐 아놀드

레이 멀레인

마크 팅터

필 판자렐라

stunt 

co-ordinator

미키 길버트

armourers

윌리암 커틴

얼 R 티트만

helicopter pilots

cable car stunt

unit:

피터 J 맥커낸

로버트‘바비 Z’

cast

에디 머피

Scott Roper

마이클 라파포트

Kevin McCall  

킴 미요리

Detective Kimura

아트 에반스

Lt Sam Baffert

제임스 카펜터

officer Forbes

도날 로그

Earl

제니 츄아

Debbie

딕 브라이트

bank manager

데이빗마이클실버맨

SWAT officer

Jennings

데니스 안트

Captain Frank

Solis

프랭크 솜머빌

말로우 누블라

reporters

카르멘 에조고

Ronnie Ta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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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샌프란시스코. 인질극 해결에 뛰어난

경찰스코트로퍼는한은행강도사건에급히

출동한다. 사태가 손쓸 수 없이 커지고, 스코

트는 급기야 총을 든 범인을 쏘게 된다. 그리

고 얼마 후에, 스코트의 동료 샘 배퍼트가 별

뜻없이 보석 딜러 마이클 코다를 방문했다가

그에게살해된다. 스코트는친구의죽음을조

사하기시작하지만, 그의상관은사건에서손

을 떼게 한다. 옛 애인 로니를 찾아간 스코트

는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인 그렉의 출현으로

더욱 힘이 빠진다. 한편 코다는 그의 머리 나

쁜 사촌 클래런스가 배퍼트를 데려오는 바람

에 중요한 다이아몬드 수현장이 위험에 빠

졌다고 그를 심하게 혼낸다. 스코트는 새 파

트너 맥콜과 일하게 되고, 이들은 강도가 들

었다는 보석가게로 출동한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코다가 꾸민 것으로, 그는 속임수를 써

서 스코트가 인질 한명에게 총을 쏘게 만든

다음도망친다. 케이블카와자동차들이동원

된 추격 끝에, 스코트와 맥콜은 마침내 한 주

차장에서코다를잡는다.  

스코트는 로니와 재결합한다. 한편 감옥에

간 코다는 클래런스에게 로니를 죽이라고 한

다. 때마침로니의아파트에도착한스코트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그는 클래런스를

죽이고 로니를 구해낸다. 스코트가 감옥으로

코다를찾아가더이상허튼짓은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코다는 뉘우치기는 커녕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로니와 스코

트가타히티로여행을가기위해준비할때에

코다가탈옥하여로니를납치한다. 코다는로

니를 내주는 조건으로 압수된 다이아몬드를

요구한다. 스코트는 불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손에넣고맥콜의엄호를받으며선창가의창

고에 도착한다. 로니는 금속 절단기에 묶여

있고, 그녀를구해내기위해스코트가코다에

게 다이아몬드를 내주지만 코다는 로니를 풀

어주기를거절한다. 로니를구하기위한스코

트의 사투가 벌어진다. 코다가 차를 몰고 떠

날때, 맥콜이그를쏜다. 스코트와로니는타

히티로떠난다.

경찰스릴러물은에디머피에게그리낯

선 장르가 아니다. 그는 1982년에 <48

시간>으로 화 데뷰를 했고, 계속해서

원래는 실베스터 스탤론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비버리 힐즈 캅>의 주연을

맡았다. 머피는액션물에서주연을맡는

몇 안되는 흑인 배우 중 한명이며, 그의

코믹한 캐릭터는 코미디에서처럼 액션

물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다. <메

트로>는 에디 머피가 실질적인 제작자

역할을 함께 한 작품으로, 여기서 그의

익살과 액션 연기는 그 범위가 더욱 확

된다(머피가 지금까지 맡은 어떤 역

할보다도 물리적인 액션이 돋보인다).

그러나 <메트로>는 액션물뿐만 아니라

드라마적 깊이에도 초점을 맞춘 화이

다. 여기서는 에디 머피 특유의 리한

바보같은캐릭터가단지경험에의해서

세련되어진게아니라정말전환기를맞

은 것 같다. 타협의 명수인 스코트가 은

행에서 벌어진 인질극에서 결국 화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첫 장면은 더

이상 언변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의

한계상황을보여주는데, 이것은코미디

배우에디머피자신에게도해당되는위

기라할수있겠다. 

스코트의위기는그가속임을당해인

질을 쏘게 되는 장면과 로니가 인질로

잡히는장면에서절정에달한다. 샌프란

시스코의 언덕에서 내리 엎어지는 자동

차들과 줄이 끊겨 위태로운 케이블카들

을 약간 공식화시키자면, 물리적 힘의

재난이라는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전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에디 머피는 자신

도 긴장감 있는 장면들을 연기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하지만(코다와 면하는

장면들은 꽤 좋았다), <메트로>의 코미

디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어설프고 거슬

리기때문에 화의심리드라마적인기

반은 흔들려버린다. 결국 에디 머피의

코믹한 개성이 다중성을 표현하는 데는

큰기여를하지못하는셈이다.

텔레비전 연출자인 토마스 카터(「평

등한 정의」)가 감독으로 선택된 것은 안

전성을 고려한 결과인 것 같다. 동굴처

럼목소리가울리는은행이나황량히버

려진 선창가 등에서 보이듯이, 그의 로

케이션은 뛰어나긴 하지만 절 상식을

벗어나지않기때문에관객이예측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에디 머피

외의 다른 배우들에게는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주어지지않는다. 마이클윈코트

가 조연으로서 호연하기는 하지만, <트

루 로맨스>, <마이티 아프로디테>에서

돋보 던 마이클 라파포트가 맥콜 역으

로 밖에 활용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

이다. 데니스 포터의 <콜드 라자러스>에

서 블린다로 출연했던 카르멘 에조고가

로니 역을 맡은 것 역시 실망스럽다. 그

녀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흥미위주의 애

정 이상의 것을 보여줄 듯하더니, 곧 입

으나마나한옷을걸치고무구한인질로

나오는데그치고만다. 

LIESE SPENCER

SIGHT & SOUND

니노 디게나로

repoman

마이클 윈코트

Michael Korda

발 다이아몬드

screaming lady

찰스튼 피어스

Greg, Ronnie’s

boyfriend

폴 벤-빅터

Clarence Teal

윌 머체티

Detective Glass

트레버 딘맨

racetrack

announcer

조 빈센트

SWAT captain

코리 헤닝거

jewelry salesgirl 1

넬리 크래븐스

Doston, jewlry

customer

니 틸

jewlry manager

카렌 칸

jewlry salesgirl 2

제프 모슬리

cable car brakeman

랄프 페두토

awkins, bail

bondsman

제임스 커닝햄

Postrio waiter

C W 모간

jail laundry room

guard

닉 스코긴

Sergeant Frank,

property room 

마리 빌라투아

Tahitian wai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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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에디 머피

바운드
Bound

앤디와쇼스키, 래리와쇼스키감독

distributor

(주)동아수출공사

production

companies

디노 데 로렌티스

컴퍼니

in association with

서미트 엔터테인먼트

뉴 마켓 캐피탈 그룹

executive

producers

래리 와쇼스키

앤디 와쇼스키

producers

앤드류 라자르

스튜어트 보로스

co-producer

제프리 수진

production

supervisor

펄 A 루체로

location manager

잭 R 테이트

post-production

supervisor

테레사 켈리

assistant directors

립 머레이

토니 화이트맨

웨인 기

script supervisor

셰릴 스타벅

casting

낸시 포이

associate:

수지 샤프-케인

screenplay

앤디 와쇼스키

래리 와쇼스키

director of

photography

빌 포프

camera operators

토니 쿠처리

로브 스위니

steadicam

operator

피터 젠슨

editor

자크 스텐베르크

production

designer

이브 콜리

art directors

로버트 골드스타인

안드레아 도파소

set designer

해리 E 오토

set decorator

크리스텐 토스카노

메시나

lead scenic

마크 터너

special effects

FTS 이펙츠 사

supervisor:

루 칼루치

foreman:

존 칼루치

prosthetics

데이빗 P 바튼

모두스 EFX 사

costume designer

리지 가디너

hairstylist

앙드레 블레즈

key make-up

수잔 로디어

title designer

패티 포데스타

titles/opticals

시네마 리서치

코퍼레이션

music

돈 데이비스

music editor

스탄 존스

music recording

아민 스타이너

mixer

프랭크 울프

songs

“I Never Loved a

Man (The Way I

Love You)”

performed by

Aretha Franklin

“Hopeless Faith”

performed by The

Hail Marys

“Hallelujah I Love

Her So”by and

performed by Ray

Charles

“She’s a Lady”by

Paul Anka,

performed by Tom

Jones

sound design 

데인 데이비스

sound mixer

펠립 보레로

recording

supervisor

스티븐 브리머

re-recordist

크레이그 케이터스

re-recording

mixers

로버트 W 래스

주니어

에즈라 드웩

그로버 헬슬리

댄 월린

dialogue editors

찰스 W 리터

존 크비아토프스키

effects editor

토드 툰

ADR

recordist:

다나 존슨-포터

mixer:

로버트 디셰인

editor:

짐 보가트

foley

artists:

숀 로브

조안 로브

케이티 로브

마이클 브롬버그

recordist:

데이빗 맨시니

mixer:

마티 처치

editors:

톰 해먼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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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옥한 코키는 한 호화 아파트의 개조공사에

고용된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는 그 지역의

갱스터시저와그의정부바이올렛을만난다.

그들은 코키가 일하는 집의 바로 옆에 살고

있다. 코키의드릴소리에항의하러바이올렛

이 방문하고, 귀걸이를 배수구에 빠뜨렸다며

와서찾아달라고부탁한다. 그리고그녀는코

키를 유혹하려 한다. 그들의 정사는 시저가

끼어들어 중단되는데, 그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코키의 어두운 과거에 해 묻는다.

나중에 두 여인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열정을

불태운다.

한 남자가 바이올렛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코키는질투를느낀다. 바이올렛은그저

사업상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한다. 후에 코키

는몇명의갱들이그남자를바이올렛의집까

지 에스코트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셜리라는

남자가고문당하는것을엿듣는다. 그는마피

아 사업에서 2백만 달러를 착복했던 것이다.

바이올렛은코키에게새인생을시작할수있

도록도와달라고부탁하고, 시저는피묻은돈

이든가방을들고바이올렛의아파트에나타

난다. 셜리는 비명을 지르며 살해되는데, 그

살인자는다름아닌반미치광이인자니마르

코니란자로, 갱단의보스인지노마르조네의

아들이자두목미키말나토의조카이다.

시저는 돈을 세탁하여 서류가방에 넣어두

고지노와자니가다음날밤에찾으러오기로

한다. 시저와 자니가 서로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코키는 한 가지 꾀를 낸다. 다음 날

저녁, 시저가샤워하고있는동안바이올렛은

지노가좋아하는스카치병을깨버리고는, 술

을다시사러가면서코키를집안에들여놓는

다. 코키는 서류가방에서 돈을 빼내고 신

신문을 채워 넣는다. 스카치를 사 가지고 돌

아온 바이올렛은 아래층에서 자니를 보았다

고 주장한다. 그 때서야 시저는 돈이 없어진

것을발견한다. 자니와지노가도착하자시저

는 자니에게 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한다. 곧

소동이벌어지고자니와지노는모두죽는다.

시저는 돈을 찾겠다는 결심에서 자니의 아

파트를 뒤지지만, 그 돈은 사실 코키의 집 페

인트 통 속에 숨겨져 있다. 시저는 미키에게

지노와 자니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바이올렛

은 코키에게 전화로 사건 경과를 설명하다가

시저에게 들켜버린다. 코키가 그녀를 구하러

달려오지만 오히려 시저에게 붙들린다. 시저

는돈의행방을말하지않으면바이올렛을고

문하겠다고 코키를 협박한다. 그 때 미키가

돈가방을 가지러 들른다. 바이올렛이 욕실에

서시저에게전화를걸고시저는그것이지노

에게서 온 전화인 양 연극을 하며 지노와 자

니가교통사고를당해병원에있는것처럼말

한다. 미키는 안심하고 돈가방 없이 그냥 떠

난다. 시저가 돈을 찾아 페인트 통을 뒤지는

동안 코키는 탈출한다. 바이올렛은 미키에게

전화하여협박때문에시저가돈을갖고도망

가도록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시저를

총으로쏘아죽인다. 코키와바이올렛은현금

을챙겨달아나는데성공한다.

새로운 스릴러 <바운드>의 모든 환상적

이고 역동적인 카메라 기법으로 판단하

건 , 젊은 각본가이자 연출가인 래리

와쇼스키와 앤디 와쇼스키는 아주 눈부

신 데뷰전을 치르기로 단단히 작정했던

것같다. 또다른형제감독조엘코엔과

에단 코엔이 꽤 표준적인 필름 느와르

구조를 번뜩이는 재치로 포장하여 <분

노의 저격자>로 성공한 이후, 많은 신인

작가들이그러한피와살냄새가물씬나

는걸쭉한무언가를어서빨리배워보려

고 안달해왔다. 어두운 조명의 세트와

비비 꼬인 시점이 특징인 고전적인 40

년 의느와르는항상헐리우드장르중

가장 자부심이 강한 것들 중 하나 다.

현 의 느와르는 그런 표현주의를 새롭

게, 극단적으로 사용한다. <바운드>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자면, 관객으로 하

여금 움푹 패이고 볼록 나온 곡선으로

스크린을 선명하게 나누는 (<플라이>에

서 알 헤디슨의 시야처럼) 커다란 스카

치 잔을 통해 엿보게 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벽 하나를 사

이에둔, 사랑에빠진두여인이각자벽

의 양면에 손을 갖다 는데, 카메라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그 벽을 지나가

면 그들이 정확히 같은 곳에 손을 고

있음이드러난다.

그 밖에도 커피 잔이라든가 욕실용품

등 무수히 많은 경이로운 클로즈업들이

있다(중반 이후부터는 이 화가 욕실

을 주 무 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런 식으로 와쇼스키 형제는 트래킹이나

패닝을 절 포기하지 않는데, 그건 마

치 주인공들이 거미처럼 엮어가는 배신

과 속임수의 거미줄을 외면화하려는 목

적에서인 듯하다. 고전적 느와르는, 무

르익어밖으로터져나올것같은분위기

를이해시키는데더경제적인방법들을

썼었다. 와쇼스키 취향인 그러한 속된

것들의 과도함은 오히려 무르익은 열기

를 식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러한 점이 <바운드> 같은 안적 스릴러

의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한다. 관객은

누가 왜 죽는지에 해 많이 고민할 필

요가 없다. 감독은 그것을 기 하지 않

는다. 정통 40년 느와르는 인공적인

것이거의전무했다. 관습적인뒤틀기나

다중적애정관계가있긴했지만, 촘촘히

짜여진소극이되기에는못미치는것들

이었다. 이른바‘네오 느와르’는 인공

성, 부자연스러움의 확 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이 점은 존 달의 <마지막

유혹>이나 니 보일의 <쉘로우 그레이

브>에서 인물들의 비도덕성이 무시무시

하다기보다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이유

를설명할수있을것이다.

이런 화들처럼 (스티븐 프리어즈의

<그리프터스>는 제외하고), 화 <바운

드>는 스스로 만족해하며 관객들에게도

비슷한 자기만족을 유발하기를 원한다.

현 적냄새가물씬나는아파트에서돈

이 든 가방을 좇는 세 사람. 이 플롯은

단지무언가를걸어놓을쇠고리에불과

하다. 그리고 그 고리(플롯)에 진짜 주

인공인 장식품(표현기법, 스타일)이 걸

려 있는 것이다. 이 수정주의가 택한

담한 업적은 중심인물들을 육욕에 눈이

먼레즈비언으로설정한점이며, 이것이

상투적인 줄거리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

넣는다. 와쇼스키 형제는 성 정치학에

공손히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그들

의 각본 중 첫 성공작은 실베스타 스탤

론과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의 <어쌔

신>이었다). 수지 브라이트가‘기술고

문’으로 분해, 그 직업에 응당한 연기를

보여주긴했지만, 이 화의여자인물들

중누구도레즈비언으로그럴싸해보이

지 않는다. 게다가 그 누구도 정말 실존

할인간으로믿겨지지않는다.

예의 그‘벽 장면’모방을 더 생각해

보면, 두 여자 모두 옛 화에서 창조된

인공적 캐릭터들과 닮아 있다. ‘팜므 파

탈’캐릭터인 바이올렛(제니퍼 틸리)은

마릴린 먼로 스타일의 숨쉬는, 육감적

인, 아담한 여자 전형들을 편집해놓은

것이다. 반면에 생각이 많고, 항상 구부

정하고, 거칠지만상처에는연약한코키

는 제임스 딘의 또 다른 위트 있는 버전

이다. 지나 거손의 기묘한 저음의 목소

리가 제임스 딘보다 제인 폰다에 더 가

깝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두 인물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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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긴젤

에릭 프렌드

technical

consultant

수지 브라이트

stunt co-ordinaotr

클리프 커드니

cast

제니퍼 틸리

Violet

지나 거손

Corky

조 판톨리아노

Ceasar

존 P 라이언

Mickey Malnato

크리스토퍼 멜로니

Jonnie Marconi

리차드 C 사라피안

Gino Marzzone

배리 카이벨

Shelly

매리 마라

bartender

피터 스펠로스

Lou

수지 브라이트

Jesse

마가렛 스미스

woman cop

이반 케인

케빈 M 리차드슨

cops

진 보칸

Roy

108분

미국 1996년 제작

〈바운드〉제니퍼 틸리, 조 판톨리아노



베카>의 댄버스 부인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와쇼스키 형제가 더 우

호적이긴 하지만, 와쇼스키와 히치콕은

스릴을 위해 레즈비언을 이용하는 작업

을택한다는면에서다를게없다.

그래도 이 복고적인 커플이 살금살금

어슬 거리고 서로의 틈새를 비집고 들

여다 보는 모습은 아주 즐겁다. 와쇼스

키 형제가 열망하는‘고전 화의 천박

한 모조품’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화가스테레오타입화된인

물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부여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 이름마저도 가짜 냄새가

나는바이올렛과코키는확실히현

화에 나오는 평범하고 지루한 레즈비언

들과구별되는아이콘화된인종이다. 이

런식의터무니없이황당한치장이단조

롭고한정적인리얼리즘보다과연더긍

정적인가는논쟁의여지가있다. 에로틱

한씬들은고조되는열정으로엮은풍자

만화들이라 할 수 있겠다. 와쇼스키 형

제는떳떳한이성애적인기쁨으로그열

정들을오래오래충분히즐긴다. 그러나

그들이 포르노 환타지를 다루는 방식은

너무 솔직하면서도 상식을 유쾌하게 벗

어나 있어서, 이제는 관음주의가 항상

끔찍한것은아니라는사실을인정할때

가온것같다.

게다가 이 멋진 아가씨들은‘이제 처

벌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

역시 <바운드>가 느와르 공식에 도입한

신식 설비라 하겠다. 그들은 살인을 저

지르고도주에성공한다. 살인이라는죄

가그들로부터최후의승리자가될자격

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다. 요즘 필름 느

와르는 악인을 심판하는데 있어 법보다

는 니체의 윤리기준을 따른다. 누구든

제일 강하고, 머리 좋고, 용감한 사람이

관객들의 표를 얻는 것이다. 화가 심

히탐미적인톤일수록이런인물이쉽게

부상한다. 여기 이 커플을 진심으로 회

개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

면 <바운드>는 아마도 구닥다리 감상주

의의 기미가 보이는 유일한 이 시 의

상업 스릴러가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인

시저(조 판톨리아노)가 능 맞고 고함

잘 치는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얼간이이

기는 해도, 그를 죽이는 것을 뒷받침하

는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희한하다. 그

는남성이고분명여성의요구들을이해

하지못하므로죽어마땅하다는것이다.

와쇼스키 형제는 이 정신이상적인 가짜

페미니스트들의 도도한 활보를 잘 담아

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자신 역시 성

공한, 우쭐댈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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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인 아들 박수석과 아버지 박기풍은

룸싸롱에서 그들 가운데서‘따블’로 뛰고 있

는 미스 오 때문에 우연히 마주쳐서 또 한판

의‘격투’를 벌인다. 분노한 기풍에게 얻어맞

은 수석은 언제나처럼 법 로 하자며 경찰을

부른다. 즉결재판소에서 기풍은 후배 판사로

부터무죄를, 수석은구류1일을선고받는다.

동기인 검사 김미정의 도움으로 겨우 구치소

에서풀려난수석은명확한증거가있어난항

이 예상되는 간통 사건 재판에서 또 한번 순

발력을 발휘하여 승소를 거두고, 그 시간에

기풍은10만원때문에논쟁을벌이다법정까

지 온 두 사람을 결국 화해시켜 사건을 해결

한다.

의기양양하게 법정을 나서는 수석은 승소

를위해수단방법을가리지않는수석의변론

으로 피해를 입었던 여동생이 최근 자살기도

를하여사경을헤매게되자수석에게복수를

결심한쌍도끼에게폭행을당한다. 수석은이

일로 인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명성을 드높여줄 수 있으며 아주 짭짤한

수입이보장되어있는이혼관련사건 신승

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사사건을 맡는다.

오토바이를살돈을마련하기위해카센터사

장을살해한죄로기소된피고준에게는이미

전과가 있으며 현행범으로 잡힌 데다 목격자

들도있기에무죄입증이어려운이사건에서

수석은 준을 설득하여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여자신의경력에오점을남기지않고무난

히난관을극복하려고하지만준은자신이무

죄임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주

심재판관이기풍이며, 담당검사가미정임을

알게 된 수석은 자신이 지금 최 의 난관에

봉착하 음을깨닫는다. 

재판을위해별다른준비도하지않은데다

가 첫 공판일에 지각까지 하게 된 수석은 기

풍과 미정으로부터 여지없이 깨진다. 게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수석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만 기풍에 의해 기각되고,

마지막 활로라고 생각한 유죄인정도 생각

로되지않는다. 결국정면승부가불가피하다

는 것을 깨닫고는 심난해 하던 수석은 양 변

호사로부터 항상 증인의 눈은 진실을 알려준

다는교훈을얻는다. 지금까지의태도를버리

고 진지하게 사건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은 수

석은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법정에 출두하

던 증인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점차준의무죄를확신하게된다. 

한편기풍은갈등끝에홍마담건을계기로

수석이 집을 떠난 후 아내의 제사를 맞는다.

홀로 제사상 앞에 앉아 수석에 한 생각을

하던 중 기풍은 인기척 소리를 듣는다. 그러

나그것은기풍이기다리던수석이아니라전

기톱을 가지고 기풍을 죽이려 하는 닥터 P

다. 닥터P는유전자를조작해서신인류를만

들려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감

옥에 보낸 기풍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것이다.

어머니제사에참석하러온수석은위기에내

몰린 기풍을 발견하고 기풍과 처음으로 힘을c



케이트 스왈로우는 헤로드의 오뜨 꾸뛰르 코

너에서 플로어 모델로 일하는 아름다운 프랑

스 여성이다. 그녀는 국의 유명 작가 알렉

볼튼과 결혼한 지 4년째로, 남편의 뒷바라지

를 하며 자기 자신도 작가가 되고자 꾸준히

을 쓰고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백화점에

서 근무중인 케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

를유혹하다가공개적인망신을당하고만다. 

최근들어작품의진척에어려움을겪고있

는알렉은아기를갖고싶어하는아내의소망

을 무시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해주기를 바란

다. 아내가 쓰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알

렉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케이트는 소

외감을 느낀다. 런던의 유흥가 뒷골목 빈민

아파트에서살고있는두사람은미국시장을

겨냥해 알렉의 작품들을 출판하고 싶어하는

출판업자 바니 코르소의 제안을 계기로 생활

고를떨쳐버릴수있으리라기 한다. 알렉은

예술도 사업이라고 믿고 있는 이태리계 미국

인출판업자바니와만남을갖게되는데그는

바로 전날 백화점에서 케이트를 유혹했던 남

자이다. 경 난에 몰린 국의 한 출판사를

사들여 사업확장을 노리는 바니는 알렉을 미

국에서베스트셀러작가로만들수있다고확

신하고 알렉은 그의 물신주의를 경멸하면서

도좋은조건으로계약에동의한다.

알렉은케이트와함께계약축하파티에참

석하고 케이트와 바니는 예상치 않았던 두번

째만남에놀라워한다. 바니는케이트에 한

호감으로 그녀의 습작을 칭찬하고 케이트는

자신의 쓰기에 냉담한 알렉이 러시아로 초

청강의를 떠난 사이에 바니와 출판계약을 맺

는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알렉은 불같이 화

를 내지만 케이트는 남편보다 자신(의 일)에

해더욱관심을쏟는바니에게이끌려내연

의 관계를 맺게 된다. 바니는 결혼을 원하지

만케이트는자신이아직알렉을떠날준비가

되지않았다고말한다. 케이트의마음을돌리

기위해알렉은애완용원숭이마르셀을선물

하기도 하고 아기를 갖자고도 제안하지만 모

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간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책이 출판된 후 케이

트는알렉을떠난다. 

바니와 재혼한 케이트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이태리인 시어머니에게 적응하는

데어려움을겪는다. 케이트는두번째소설을

완성하고 바니는 팔리지 않을 거라며 출판을

거절한다. 어느 날 알렉이 케이트를 찾아와

사실은 케이트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날 저녁식탁에서 자기가 만든 인

도요리가모욕당하자케이트는그음식을알

렉에게 가져다준다. 그리고 며칠 후 바니가

자기 모르게 원숭이 마르셀을 동물원에 넘겨

버린 사실을 알게 된 케이트는 미련 없이 결

별을선언한다. 케이트는조그만아파트를구

해마르셀과함께새출발을결심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런던의 한 서점. 케이

트는 유명 작가가 되어 책 싸인회를 열고 있

다. 이 때 알렉이 케이트를 찾아와 다시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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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닥터P를격퇴한다. 

드디어 마지막 공판일. 수석은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허

점이 있음을 밝히는 한편, 증인으로 또 한명

의목격자먹안경을내세운다. 형인사이비와

함께짝을이루어카스트레오를훔치는일을

해왔던 먹안경은 사건현장에서 지금까지 알

려진 바가 없었던 제3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

었다고증언하고, 수석은그가현장에서얼떨

결에가져온헬멧을증거로신청하며그속에

낀 머리카락을 국립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전

자감식을요청했다고알린다. 미정은맹인인

먹안경이 한 증언의 신뢰도를 문제삼지만 수

석은다시준의동료인연태를증인으로신청

해서 심문을 하고, 그 사이에 감식 결과가 기

풍에게 전달된다. 바로 그 순간 심문을 받던

연태는 극도의 분열상태를 보이며 얼떨결에

사장 부인의 사주로 사장을 죽 다는 사실을

폭로하게된다. 미정과기풍은처음으로양심

을가지고재판에임하여승리한수석을축하

해준다. 이로써기풍과수석은그간의불화를

완전히 거두고, 미정은 수석의 청혼에 승락

한다. 

몇년 후. 수석과 기풍은 분만실 앞에서 미

정의출산을초조히기다린다. 기풍과결혼하

여 만삭이 된 홍마담도 찾아온다. 미정은 건

강한아이를출산하고, 수석과기풍은자신의

손자이자아들앞에서아이의장래를놓고여

전히티격태격의견 립을보인다.  

양 철 감독은 데뷰작 <박 박>을 만들

면서‘새로운’소재를‘보편적’인 정서

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새로운’

화를만들어보고싶었다고밝혔다. 어느

새로맨틱코미디가데뷰전선의이데올

로기가 되어버린 90년 한국 화의 현

실에서너무나도다른삶의태도와직업

에 한가치관의차이로인해 립관계

에놓인아버지와아들이갈등을극복하

여화해에이르는과정을법정극의틀을

통해 재편하려 하고 있는 <박 박>은 한

국에서지금껏 화적공간으로삼지않

고 있었던 법정을 두 부자가 화해할 수

있는장으로만들었다는점에서분명새

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운시도만으로결코새로운 화가만들

어지는것은아니다. 

문제는 양 철 감독이 새로운 소재를

보편적인정서로이끌어내는데있어택

한전략인코미디가감독의의도 로딱

딱하게만 느껴지는 법정과 갈수록 삭막

해져가는가족과부자관계에모두따뜻

하게 다가가는 신‘그저’웃음만을 마

지막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희극은

비극의구조내에서원래의의도와정반

로아이러니하게보인다. 화의초반

부에 아버지와 아들이 룸싸롱에서 우연

히 마주쳐 싸움이 붙는 과정을 통해 그

들의 립관계를 보여주려고 한 장면에

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립구도는 감

정의끈을항상아이러니로귀결시킨다.

강직하면서도 인정미 넘치는 판사인 아

버지는 승소율 99퍼센트의‘잘 나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법적양심에는아

랑곳하지 않고 승소율과 재판비에만 몰

두하는 아들의 법관으로서의 태도가 짐

짓 못마땅한 것이며, 아들은 아들 로

언제나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인 아버지

의 삶에 한 태도 때문에 어머니가 돌

아가셨을뿐아니라자신의성장기도불

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서로에 한감정을암시하고있는장면

을 연출하는 데 있어 삼은 원칙은 노골

적인 사(“ 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

이말야. 돈좀있으면이렇게막나가도

돼?”, “그러는 감님은 월급이 몇 푼이

나 된다고 이런 델 다녀요?”, “그래, 임

마. 난 삼년짜리 적금을 타서 온 거다.”,

“박 판사님, 좀 곱게 늙으세요.”, “이 자

식이 넌 에미, 애비도 없냐?”, “그래요.

난 에미 없는 자식이에요”)와 극단적인

행동(박치기)을 통해 캐릭터를 희화시

키는 것뿐이다. 게다가 이 원칙이 화

를지배하는주된정서로자리잡은나머

지다른요소들은진지하거나극적전환

을이루어야하는순간에조차과도할정

도로장르컨벤션의테두리내에서만두

리번거린다. 그결정적인약점은수석이

준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쌍도끼의위협과같이 화전

편에서끊이지않고등장하고있는각각

의에피소드들이다소우연성에의해지

배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에

서 화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원인

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들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취급하

여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없는 드라마

로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극의 구조와

는 별반 상관 없이‘전관예우’나‘사무

장의 커미션’과 같이 법조계의 비리를

풍자하기 위해 일부러 배치해놓은 사

들의맥을그저허장성세의장식으로보

이게 만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평등하게법앞에서서서로를이해하고

용서하는정점을이루는마지막공판장

면에서우리가만나는것은감동의순간

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코미

디스릴러의예정된관행에지나지않는

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통해

감동을주는한편부분적으로비리가관

행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 해 풍자를

가하는 것을 의도하 던 <박 박>은 그

목적에도달하기위해차용한수단인코

미디앞에서스스로비판의칼날을코미

디로전락시켰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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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어페어
A Business Affair

샤를롯브랜드스트롬감독

distributor

(주)미라신 코리아

production

companies

카펠라 화사

오스베이 필름

코넥시온 필름

필름 앤 제네럴

프로덕션

카르텔 사

supported by

유리마쥬 펀드

with the assistant

of 

유럽 협력제작 기금

까날 플러스

프로데베

소피아프 2

producers

다비나 벨링

자비에 라레르

클라이브 파슨스

executive

producers

윌리 바에르

마사 완스보로

associate

producer

다이아나 코스테스

브룩

line producer

올리비아 스튜어트

story

샤를롯 브랜드스트롬

윌리엄 스테디엄

screenplay 

윌리엄 스테디엄

inspired by the

books 

바바라 스켈턴

『Tears before

Bedtime』

『Weep No More』

script supervisor

리비 바

director of

photography

윌리 쿠란트, AEC

music

디디에 바쇠르

orchestrations

후베르트 보기스

production design

소피 베처

costume design

톰 랜드

art director

케이브 네일러

casting 

시몬 레이놀즈

editor

로렌스 메리-클락

sound editor

로드니 렌

sound mixer

크리스 먼로

key hairstylist

파울로 만티니

key make-up

모락 로스

location manager

마르텔

assistant directors

크리스토퍼 뉴만

케이스

칼 오프레이

production 

co-ordinator

레슬리 스튜어트

cast

크리스토퍼 워큰

Vanni Corso

캐롤 부케

Kate Swallow

조나단 프라이스

Alec Bolton

셰일라 핸콕

Judith

안나 매너한

Bianca

페르난도 기용

꾸에르보

Angel

톰 윌긴슨

Bob

마리사 벤로쉬

Carmen

폴 벤탈

drunken man

바스케르

Jaboul

로저 브리얼리

barrister

알란 코더너

마리앤 맥롤린

dinner guests

미구엘 데 안젤

Spanish taxi driver

크리스토퍼 드리스콜

policeman

베스 고다르

페르구스 오도넬

students

리차드 햄튼

doctor

이가와 토고

Japanese golfer

수잔 키드

fawn

아나벨 레벤튼

literary guest

패티 러브

prostitute

사이먼 맥버니

salesman

우샤 파텔

나탈리 셔먼

Indian women

제랄딘 소머빌

saleswoman

윌리엄 스테디엄

William King

페터 반 디셀

boat guest

제롬 윌리스

moderator

알폰소 갈란

bull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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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을지를묻는다. 케이트는자기가연락하

겠다며미소짓는다.

프랑스출신여성감독샤를롯브랜드스

트롬의 93년작 <비지니스 어페어>는 한

재능있는여성이남성들의몰이해와억

압속에서자기존재의정체성과독립적

창조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화이

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는 요

즘 관객들에게 그다지 낯설지도 새롭지

도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른바‘여성

의 홀로 서기’과정을 그린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현 극, 화들이 부분그렇

듯 <비지니스 어페어> 역시 적 적이고

억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을 설정

하고 에피소드와 계기를 배열하는 내러

티브를갖고있으며이는관습적내러티

브의 변주에 다름 아니다. 버지니아 울

프의 에세이 픽션을 성공적으로 재해석

해냈던 샐리 포터의 <올란도>에 비해 두

드러지는 이러한 평범함은 <비지니스

어페어>를 문제의식 없는 시 착오적

로맨틱코미디로만들어버렸고, 이는절

제되고정돈된연출을통해고급관객층

을 겨냥했던 브랜드스트롬의 전략이 실

패했음을명백히보여준다.

여성작가바바라스켈턴의자전소설

『잠들기 전의 눈물』에서 감을 얻었던

브랜드스트롬은 윌리엄 스테디엄과의

공동작업으로 원작의 배경인 50년 로

부터 수십년을 뛰어넘은 업데이트를 시

도, 또 다른 스토리를 창조함으로써 <비

지니스 어페어>의 시나리오를 완성했

다. 그리고89년의데뷰작<폭풍의여름>

으로 여성 화제인 릴리안 기쉬 페스티

발에서그랑프리를수상했던이여성신

예의세번째프로젝트는당시한여성의

성찰적 기술을 재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기 를 모으며 유럽 4개국으로부터 제

작지원을받기에이르 다. 그러나작가

본인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원작의 리

얼리티는 걸러지지 않은 사들에서만

생동감을찾아볼수있을정도로실종되

어버렸으며,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여성

주인공은 설득력 없는 나르시시즘을 구

현하는 즉자적 인물로 설정되어 멜러드

라마 구조의 컨벤션 주위를 맴돌고 있

고, 다분히 도식적인 각 씬의 상황 설정

들은느린전개속에서독립성을가지기

보다 특징 없는 선적 구조의 병렬로서

존재할 뿐이다. 루이스 부뉴엘의 <욕망

이라는 모호한 상>으로 놀라운 데뷰

를 치 지만 007 본드 걸과 샤넬의 광

고 이미지를 뛰어넘는 데 실패한 캐롤

부케와 한가로운 카리스마를 즐기는 크

리스토퍼 워큰에 비해 이기적이고 매정

한 욕망의 주인공 알렉 역의 조나단 프

라이스만이 유일하게 화를 지탱하는

연기를보여주고있다. 

<비지니스 어페어>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이러한상투성속에서그주제를

‘주인공의 쓰기의 독립적 창조력이

어디에서 비롯하며 그것은 어떻게 성취

될 것인가’에서‘그녀의 쓰기는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 성공에 이르는가’로

귀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트는 4

년 동안 예술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

왔으며 쓰기의 욕망을 끈질기게 붙들

고 실행에 옮기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

지만, 자신의 쓰기를 지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남편과 미지의 사업가

사이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 하

지만 그녀는 알렉과 바니의 곁에서 각

각 한권씩의 책을 완성한다. 그리고 직

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첫번째 소

설이 플로어 모델에 관한 이야기라는

암시로부터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경험

을 소재로 쓰기를 계속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 책에 한 바니의

칭찬이 아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관

객들은 화의 후반부에서“당신이 재

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라

고 고백하는 알렉의 사 외에는 그녀

의 작가적 재능을 확인할 길이 없다(그

리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

나 케이트는 두 남자를 차례로 떠남으

로써 결말에 이르러 작가로서 성공한

다. 그녀는 이제 외형적으로 알렉과 동

등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비지니스

어페어>의 이러한 결말은‘ 쓰기’라는

표현수단의 욕망, 특히 60년 이후 페

미니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동기를 피상적일 뿐 아

니라 가장 관습적인 관점을 통해 평가

절하하고 있다. 화의 주인공들은 모

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서로

여유 있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말

하자면 케이트는 <워킹 걸>의 테스처럼

유명작가가 되는 데 성공한 승리자이

며, 알렉은 <브로드웨이를 쏴라>에서 재

능 없는 극작가가 도달한 깨달음의 경

지에는 애당초 이를 수가 없는 안전한

위기를 통과한 후 그녀와 재회하는 것

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기존

사회의 질서 속에서 예술가와 비즈니스

맨, 특히 출판업자라는 두 종류의 존재

가 결국 독자적 세계를 가진 자의 절

적권력과그것을움직이는틀로서의금

력이라는 두 종류의 권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실 작가가 되고자 하

는 케이트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거나 진

입해야 하는 두 가지 역인 동시에 케

이트를 소외시켜온 두 가지 힘이다. 그

런 관점에서 케이트를 둘러싼 두 남성

알렉과 바니의 설정은 가부장적 질서를

바라보는 샤를롯 브랜드스트롬의 온건

한 페미니즘적 알레고리일 수도 있었던

셈이지만, 케이트가너무도간단히비상

을 시작하는 순간 <비지니스 어페어>의

추락은이미시작된것이다. 

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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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아종
박재호감독

배급

(주)씨네웍

제작/기획

서경석

프로듀서

정인규

각본

김건

각색

박재호

김정호

연출부

김정호

이신한

신동일

정명근

박수진

기록

윤미정

촬 감독

정필시

촬 부

김준호

최 환

김병국

황민호

백종석

조 권

조명감독

이주생

조명부

남지현

박미라

김경한

최우식

금창석

노무라 가츠히로

편집

박곡지

스테디캠

여경보

동시녹음

소원종

녹음부

김경현

이인

미술

오상만

이기석

김보관

김종철

사진

박정호

소품

이용승

신현주

신승기

서희정

특수효과

정도안

정선일

분장

강희진

윤현주

의상

전홍주

헤어

장정희

특수장비

상시

김치성

네가편집

남나

옵티컬

윤종두

색보정

김승호

믹싱

소원종

이성근

양 호

폴리 아티스츠

서재

황진수

김학준

효과

오기삼

사운드 엔지니어

김수덕

이중희

타이틀

C G 애니맨

자막

주광동

현상

화진흥공사

무술감독

전문식

스턴트

포세이돈

발전차

이종복

노 길

운송

정진우

다큐멘터리

온-에어

뮤직스튜디오

플래닛 오브 사운드

음악

I.DEM 뮤직

안용성

조충의

최수민

오윤주

채치민

박용운

천윤경

차량협조

(주)금호상사

(주)서울승합

제작부장

유병석

조익환

제작진행

김 헌

김교준

마케팅

임혜경

광고디자인

인스코

홍보

서정

이상민

출연

이수아

서린

박신양

정일

이경

수

유오성

진

조명연

준헌

이홍성

홍기

김태삼

승권

방은희

가죽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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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빌딩의 옥탑에서 살면서 도시의 답답함

을홀로호소하는정일은불면증에시달린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소형녹음기에 녹

음하는습관을가지고있다. 주유소에서일하

는 정일은 주유를 하다가 손님 차의 주유 탱

크뚜껑을닫지않아손님에게두들겨맞고처

음으로편한잠을이룬다. 주유소를그만두고

택시기사로일하기시작한정일은손에별모

양의손금이있는여자서린을손님으로태우

게 된다. 어린 시절, 극장에서 엄마에게 버림

받은 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는 남자들을 유혹

해, 지갑을탈취해오던서린은이날도어김없

이정일의돈가방과소형녹음기를훔친다. 정

일은서린의강한인상을가슴에담고운전을

하다가 강도들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는데 배

드 보이스 세탁소를 운 하는‘나쁜 녀석들’

에 의해 구해진다. 그리고 낮에는 세탁소를

경 하고 밤에는 오토바이로 도시를 질주하

는 진과준헌을비롯한‘나쁜녀석들’과정

일의우정이시작된다.

서린은 어느 호텔 로비에서 자신에게 유혹

당한 후 지갑을 뺏긴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형사인 수는

유치장의 서린을 플어주고 가로 섹스를 요

구한다. 니체를신봉하며스스로초인이되고

자하는 수는 서린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서린에게 끝없이 집착

한다. 정일은 서린이 차 안에 남겨두고 간 어

느 술집 성냥을 통해 서린의 흔적을 쫓다가,

강변에세워진차안에서 수에게강제로마

약을하도록종용당하던서린을보게된다. 정

일은 서린을 구하려다가 수에게 흠씬 두들

겨 맞지만, 서린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 행

복한시간을보내게된다.

수는 서린을 협박해서 마약제조공장에

함께침입해마약을탈취한다. 서린은 수와

함께훔친마약을정일에게가져가서함께도

망가자고한다. 수의추적을피해서도망치

는서린과정일은배드보이스세탁소친구들

의 도움을 받지만, 그 와중에 진이 죽는다.

일본으로 항하기 위해 항구에 잠입한 정일

과 서린은 수와 격전을 벌이고, 정일은 격

투 끝에 수의 총으로 수를 쏴 죽인다. 정

일과서린의작은배를타고망망 해를향해

나아가며서로를사랑한다고외친다.

박재호 감독의 세번째 작품 <쁘아종>은

두 가지 장르 안에 담아낸 두 가지의 사

랑이야기이다. 멜러드라마의컨벤션에

나레이션과 광각렌즈로 표되는 왕가

위식트렌드 화가 화의전반부를차

지하며, 후반부에 가면 한국 장르 화

의기본적틀인삼각관계와추적이기본

틀을차지한다. 이러한혼재성은박재호

감독의 한국 제도권 화로의 재진입에

서엿보이는감독자신의의욕과작가적

기질의발현이며동시에그한계처럼보

인다.

박재호 감독의 데뷰작 <자유부인>은

비록 화진흥공사에서‘좋은 화상’

을 수상하기는 하 으나 박재호 감독에

게 충무로에서의 활로를 제시하지는 못

하 다. 그러나 두번째 작품 <내일로 흐

르는 강>은 완전한 인디펜던트 방식으

로 제작된 저예산 화라는 것과‘한국

최초로 게이 문제를 다룬 화’라는 외

부적타이틀이세간의이목을끌면서수

많은 논란을 끌어왔다. <내일로 흐르는

강>의 3부에서제기된‘게이문제’를떠

나서이 화는박재호감독이가부장제

도를통해한국근 사에 한횡적통찰

을드러낸작품이다. 여기에서의작가적

성찰은박재호감독이다시충무로로진

입하게 되었을 때 화에 한 전혀 다

른 접근을 유도하게 된다. 세번째 작품

<쁘아종>을 만들면서 박재호 감독이 가

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화란 패션이

며 이미지’라는 명제이다. 그러나 박재

호 감독은 온전히 그 명제 안으로 들어

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한 화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가

지 양식을 동시에 시도한다. 그래서 <쁘

아종>에는 수많은 새로운 시도에도 불

구하고 한국 장르 화의 관습적 구조가

덧입혀진것이다.

전반부의 나레이션과 광각렌즈의 사

용에서 분명히 왕가위적 방법론이 감지

되나, 그것은 박재호 감독의 작가적 정

체성 이전의‘방법론’의 문제에 불과하

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난다. 일단 박재

호 감독은‘드라마틱한’과거로부터 현

재의 일탈과 소외의 삶을 부여받을 수

밖에없는세인물에 한에피소드로부

터시작한다. 정일은해외취업자가되어

떠나간아버지가다시돌아오지않는공

항으로가기를꺼려하고자신의삶의터

전인도시가숨통을조여오는것을느낀

다. 그는오토바이로질주하는밤거리에

서의 자유로움과 서린과의 섹스가 주는

치유의기분을맛보기전까지불면증환

자 으며 소형 녹음기와 화하는 음울

한 택시 운전기사에 불과했다. 서린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별모양의 손금

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고삶에 해

일방적으로 체념하지만 결코 울지 않는

다는 것으로 자위하면서 밤거리를 헤매

는 군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도시 한복판에서 공감지 를

형성하는 배드 보이스 세탁소를 경 하

는 진과준헌은세상의악취를깨끗하

게 빨아버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

다. 비록 이들이‘패션’과‘이미지’의

형식 안에 존재한다 하여도 그 삶에

한 이야기는 관객과의 의사소통 이전에

선험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

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학 이전에

삶에본질적으로다가갈수있는감독의

꿈과성찰이들어있는것이다. 

그러나정일이연인의또다른연인과

의 결전에 말려드는 선악구조로 빠져들

고(이 화는 어느 순간 삼각관계가 되

어버린다) 서린이 팜므 파탈로 변모하

고, 니체의 신봉자이자 마약 탐닉자인

형사 수가 등장하면서 <쁘아종>은 전

면적인 전환(극적 전환이 아닌, 장르의

전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 속으

로 빠져들어간다. 마치 박재호 감독은

패션과 이미지로 젊음을 표현하는 것을

전반부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다루

는 것을 후반부에 배치한 것처럼 보이

나, 이 후반부의 리얼리티는 장르의 컨

벤션에 말려들어 도식적인 비판을 수행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박재호 감독이 <내일로 흐르는

강>에서 3부로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시

켜가는 과정에서 전체적 일관성을 상실

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작품 전체

를하나의유기적구조로파악하지않고

분절적 요소의 총합으로 사고하는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된 문제(<내

일로 흐르는 강>에서는 나누어진 형식

안에서 보완되었던 문제)가 이 화의

시작과결말을전혀다른방식으로이끈

다. 이것은탈장르화를의도했음이분명

하나서로다른장르의규칙을따르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려야할 순간 이야기의

관성의법칙에떠 려, 어리둥절한종말

을맞이한것처럼보인다.

화전체가하나의유기체구조를갖

지 못한 채 탈구된 <쁘아종>의 미장센에

는 립적 요소들의 평행관계가 나열되

어있다. 망원렌즈(인물의공허함)/광각

렌즈(배경으로서의 도시)의 표현으로

구분지어지는 화면 구성을 별도로 하더

라도 순수/타락, 선/악, 사랑/폭력/섹

스, 수면제/마약/향수에 이르기까지의

변별적요소들은이미상징과은유의미

덕은 거세당한 채 인물과 상황에 한

체물로서존재하고있다. 그래서결과

적으로 화의제목이기도한서린의향

수쁘아종은정일과의관계안에서아무

런의미작용을생산하지못하고, 니체와

수의 이미지의 중첩은 다소 우스꽝스

러운 군복에 이르면 제 기능을 다하고

소멸하고만다. 박재호감독에게이미지

는미장센으로사고된것이아니라이미

지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체물들, 혹

은 상징물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속

에서새로운의미는만들어지지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섞여들어 융화

하지않고파편화되기때문이다.

<쁘아종>은 무엇보다도 인물들에 초

점을 맞춘 캐릭터 화이다. 그래서 그

들의 고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들의순수는타락과집착의단계를거

쳐 삶에 한 강렬한 욕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결국 <쁘아

종>은 우리들의 동세 들에 한 자기

반 적초상이아니라사랑과우정을위

해 모든 것은 내던진 어느 젊은이들의

동화같은이야기인것이다.

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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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 멀리 떨어진 어느 소우주에 공화

국을 붕괴시키고 강압적인 제국이 들어섰다.

제국에 항하는 연합반군의 멤버인 레이아

공주는 제국의 신 무기인‘데스 스타’의 설계

도를훔치려고시도한다. 그녀는제국의통치

자인 그랜드 모프 타킨과 그의 부하인 악인

다스베이더에게잡히고만다. 그러나그녀의

두 로보트 C3PO와 R2-D2가 불모의 타투인

행성으로탈출하고, 그곳에서사막의난장이

떼에게발견되어농부오웬라스와그의조카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팔린다. R2-D2는 레이

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메세지를 내장하고 있

는데 오비완 커노비라 불리는 사람에게 전송

해야 하는 메시지이다. 루크는 그 로보트를

따라사막으로가서커노비를만나는데, 커노

비는한때공화국의제다이 던인물이다. 

커노비는 루크의 아버지 역시 같은 제다이

출신임을 알려주는데, 제다이는 신비로운 포

스를믿으며그포스란우주를한데묶어주고

제다이에게 위 한 힘을 주는 에너지라고 한

다. 다스 베이더 역시 제다이 출신이다. 제국

의 돌격 가 루크의 숙모와 숙부를 살해하고

농장을파괴하자, 루크는복수를다짐하고커

노비와 합세하여 공주를 구출하는 원정을 떠

난다.

루크와 커노비는 그 로보트들과 함께 조종

사 한 솔로와 그의 동료 추바카를 고용하는

데, 이들은 악당 두목 자바에게 쫓기고 있다.

이들은 공주의 고향인 앨더란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이미‘데스 스타’에 의해 파괴된 후

다. 그들은견인광선에의해기지로잡혀들어

간다. 루크는레이아를구하지만모두가탈출

하기전에커노비는베이더에의해살해된다.

반군은 R2-D2의 기억에 저장되었던 설계도

를 이용하여 데스 스타에게 공격을 가한다.

솔로는루크의최후폭격을엄호해주는데이

는 그때까지 고수했던 자신의 용병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루크가 데스 스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능하

게해주는포스를성공적으로끌어낸다. 베이

더는우주로떨어지고타킨은폭발한다. 레이

아는 루크와 솔로에게 거창한 환 행사를 베

풀어준다.

1950년 에 그때까지 최고의 박스오피

스를 기록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시네마스코프로재상 되었다. 그작

업은 기존의 상을 확 하고 스크린의

상단과하단을잘라내는것을의미한다.

<스타워즈> 20주년 기념판은 미국에서

재상 된 화중가장많은주말관객을

동원했다. 그것은 약간 서툴러 보이긴

하지만논쟁거리가될만한화제작이다.

사실 조지 루카스는 첫 속편이 나올 때

부터이미그의우주서사시를개작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제국의 역습>이

나왔을 때 그는 이 화의 제목을 <스타

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라고

익살스럽게바꾸었다. 이미여러번비디

스타워즈
Star Wars 

Episode IV A New Hope

조지루카스감독

distributor

20세기 폭스

production

companies

20세기 폭스 필름

코퍼레이션

루카스필름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

조지 루카스

producer

게리 커츠

production

supervisor

로버트 와츠

production

controller

브라이언 깁스

production

managers

브루스 샤만

2nd unit :

데이빗 레스터

피터 헤랄드

페피 렌지

location manager

아놀드 로스

2nd unit directors

로버트 와츠

게리 커츠

assistant directors

토니 웨이

게리 게비간

테리 매든

script supervisor

앤 스키너

casting

이렌느 램

다이안 크리튼덴

빅 라모스

screenplay

조지 루카스

additional

dialogue

로리아 카츠

윌라드 휴익

directors of

photography

길버트 테일러

2md unit:

캐롤 발라드

릭 클레멘테

로버트 달바

택 후지모토

camera operators

로니 테일러

재프 로버

miniature/

optical effects

special

photographic

effects supervisor:

존 다이크스트라

production

supervisor:

조지 E 마터

production

managers:

밥 쉐퍼드

론 티니

cameramen:

리차드 에드룬드

데니스 뮤렌

2nd unit

photogaphy:

브루스 로간

composite optical

photography:

로버트 블라락

프라픽스 필름 웍스

optical

photography 

co-ordinator:

폴 로스

optical printer

operators:

데이빗 베리

데이빗 맥큐

리차드 페코렐라

엘든 릭맨

제임스 반 트리스

주니어

matte artist:

P S 엘렌쇼

planet/

satellite artist:

랠프 맥쿼리

effects

illustration/design:

조셉 존스턴

additional

spacecraft design:

콜린 캔트웰

chief model maker:

그랜트 맥퀸

model builders:

데이빗 비어즐리

존 얼란드

론 피터슨

스티브 고울리

폴 휴스턴

데이빗 존스

animation/

rotoscope design:

아담 벡케트

animators:

마이클 로스

피터 쿠란

조나단 시이

크리스 캐세디

린 제리

다이아나 윌슨

animation:

욘 버그

필립 티펫

miniature

explosions:

조 비스코실

그렉 아우어

computer

animation/

graphic displays:

댄 오브라이언

래리 쿠바

존 워쉬

제이 타이첼

이미지 웨스트

film control 

co-ordinator:

메리 M 린드

film librarian:

신디 이스만

코니 맥크룸

파멜라 말루프

electronics design:

알바 J 러

special components:

제임스 쇼트

camera/

mechanical design:

돈 트럼불

리차드 알렉산더

윌리엄 쇼트

special mechanical

equipment:

제리 그린우드

더 라스 바넷

스튜어트 지프

데이빗 스코트

assistant opticals

editor:

브루스 마이클 그린

travelling matte

consultant:

스탠리 W 세이어

additional optical

supervisors:

댄 제니스

레이 머서 시니어

프랭크 반 데 비어

딕 본드

additional

miniature/

optical effects

반데비어포토이펙츠

레이 머서 & 컴퍼니

모던 필름 이펙츠

매스터 필름 이펙츠

디 파티에-프레렝

엔터프라이즈

editors

폴 허쉬

마시아 루카스

리차드 츄

production

designer

존 배리

art directors

노먼 레이놀즈

레슬리 딜리

해리 랜지

2nd unit :

레온 에릭슨

알 로카텔리

set decorator

로저 크리스찬

production

illustration

랠프 맥쿼리

마이클 마이너

알레스 타불라리스

special

production/

mechanical

effects

supervisors

존 스티어스

C3PO design

랄프 맥쿼리

노먼 레이놀즈

리즈 무어

additional alien

design

랄프 맥쿼리

론 콥

cortume designer

존 몰로

wardrobe

supervisor

론 벡

hairdresser

팻 맥더모트

make-up

supervisor

스튜어트 프리본

make-up

케이 프리본

그래함 프리본

크리스토퍼 터커

2nd unit :

릭 베이커

더 라스 베스윅

라이네 리스카

욘 버그

필립 티펫

롭 보틴

titles

댄 페리

music

존 윌리엄스

music performed

by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orchestrations

허버트 W 스펜서

supervising music

editor

케네스 가나버그

Samuel Goldwyn

sound supervisor

게리 로저스

todd-AO sound

supervisor

프레드 하인즈

production sound

mixer

데릭 볼

re-recording

mixers

돈 맥더골

밥 밍클러

레이 웨스트

로버트 리트

마이크 밍클러

레스터 프레숄츠

리차드 포트만

supervisivng

sound editor

샘 쇼

sound editors

로버트 R 루트리지

고든 데이비슨

진 코르소

리차드 L 앤더슨

special dialogue/

sound effects

벤 버트

stunt co-ordinator

피터 다이아몬

re-released

special edition

credits

producer

릭 맥컬럼

editor

T M 크리스토퍼

sound designer

벤 버트

re-recording

mixer

게이 섬머스

sound editor

테레사 엑크톤

re-recordist

로날드 G 루마스

digital mix

technician

게리 A 리조

optical

supervisors

필립 파이너

크리스 부쉬맨

film restoration

supervisor

피트 코만디니

production

controller

캐스린 파라

post-production

executive

테드 갈리아노

film restoration

consultant

레온 브릭스

optical restoration

퍼시픽 타이틀 & 아

트 스튜디오

film restoration

YCM 래버로토리스

industrial light &

magic

visual effects

producers:

톰 케네디

네드 고만

visual effects

supervisors:

알렉스 세이든

존 놀

데이브 카슨

스티븐 윌리엄스

데니스 뮤렌

조셉 레터리

브루스 니콜슨

2nd unit directors/

cameramen:

조 머레이

타이 루벤 엘링슨

마크 무어

computer graphics

supervisor:

존 버튼

visual effects editor:

데이빗 타나카

digital colour

timing supervisor:

브루스 베키토

sabre group

supervisor:

다니엘 맥나마라

digital scanning

supervisor:

조슈아 파인즈

visual effects 

co-ordinators:

마가렛 린치

리사 토드

computer graphics

artists:

카렌 앤셀

마크 오스틴

아멜리아 셰노베스

테리 쵸스트너

데이빗 도이버

나타샤 드보

셀윈 에디 3세

하워드 거쉬

폴 지아코포

조안 하프너

제임스 하지돈

캐롤 하이든

매트 헨더쇼트

가이 허드슨

스튜어트 류

조디 마이어

그렉 말로니

스튜어트 마쉬비츠

줄리 니어리

케리 노드퀴스트

스코트 파스코

다미안 스틸

니 테일러

폴 테렌

제임스 툴리

크리스 타운젠드

티모시 워디

digital matte

artists:

폴 휴스턴

윌리엄 나터

유세이 유에수기

sabre artists:

리타 진네만

채드 테일러

그랜트 구에닌

software

development:

크리스찬 루엣

로드 보가트

브라이언 넵

production

engineering:

프레드 마이어스

게리 마이어스

마티 미라몬테즈

digital plate

restoration artists:

알랜 베일리

스코트 보넨판트

코리 로센

animatics artist:

데이빗 도조레츠

CG resource

managers:

낸시 질 로코프

램 반 토

CG production

manager:

수지 비소츠키 툴리

cast

마크 해

Lucas Skywalker

해리슨 포드

Han Solo

캐리 피셔

princess Leia

Organa

피터 쿠싱

Grand Moff Tarkin

알렉 기네스

Ben (Obi-Wan)

Kenobi

안토니 다니엘스

See

Threepio(C3PO)

케니 베이커

Artoo-Detoo 

(R2-D2)

피터 메이휴

Chewbacca

데이빗 프라우즈

Lord Darth Vader

잭 퍼비스

chief Jawa

에디 번

general Willard

제임스 얼 존스

voice of Darth

Vader

필 브라운

uncle Owen Lars

셀라 프레이저

aunt Beru Lars

알렉스 맥크린들

general Dodonna

드류 헨리

Red Leader

데이스 로슨

Red Two(Wedge)

개릭 헤이건

Red Three(Biggs)

잭 클라프

Red Four(John D)

윌리엄 후트킨스

Red Six(Porkins)

앵거스 맥키니스

Gold Leader

제레미 신덴

Gold Two

그래함 애쉴리

Gold Five

돈 헨더슨

general Taggi

리차드 르 파멘티에

general Motti

레슬리 쇼필드

1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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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레이저디스크 판으로 재편집되고

보강되었던이 화의최근버전은수정

작업에있어서최고조에이른것으로보

인다.

이 새로운 <스타워즈>는 1977년 버전

에는 없었던 4분짜리 추가필름을 포함

하고 있다. 제국의 돌격 가 타투인에

도착하는, 새로촬 된시퀀스에서는컴

퓨터로창조된푸른등의도마뱀이돋보

이는데이는원판에서어색한인형이얼

핏 나타났던 부분을 체한 것이다. 보

강된모스에슬리시퀀스에도역시새로

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창조된 생물들이

나오며, 이채로운 흑인 엑스트라도 볼

수있다. 속편에서란도칼리시안이라는

인물을창조한것은루카스의우주가모

두 백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불평하는

흑인 관객의 지적에 한 또 다른 반응

일것이다. 

1976년에 촬 한 한 솔로와 새롭게

컴퓨터로 태어난 자바가 화를 나누는

부분은장면합성에의해가능해진것이

다. 그리고 루크와 빅스라는 그의 오랜

친구가 마지막 폭격 임무(빅스는 이 임

무에서 전사한다)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를나누는장면도삽입되었다. 모스

애슬리 장면을 제외한다면 이런 추가분

들이 화에 그다지 큰 무게를 더하지

않는다. 합성된 자바 씬이 불쾌한 괴물

의인상적인모습과교묘하게스쳐지나

가는 보바 페트(속편에서 한 솔로를 추

격하는 자바의 심복)의 모습을 보여준

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장면은

한 솔로가 인간사냥꾼 그리도를 만나서

나누었던 화를 그 로 반복하는 것이

기때문에장황한감이있다.

이 화는완전히새로운요소는별로

없지만, 루카스가 THX 사운드를 사용

하여 발전시킨 기존의 스탠다드 넘버들

과증 된사운드트랙의조화를통해총

체적으로재정비되었다. 게다가아주많

은 우주선의 특수효과 장면들이 업그레

이드되었다. 이런사소한변화가아마도

관객들이 1977년의 <스타워즈>에 해

가지고있는기억들에새로운경험을더

해 주려는 루카스의 야심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루카스가 <스타워즈> 3부작의

나머지 두 부분도 새롭게 만들려 하고

이에따라매우복잡하고상호모순되는

이야기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

려한다면 그는 개념상 이제는 들어맞지

않는 원작의 요소들을 삭제하기를 삼가

했던 것 같다. 커노비는 여전히 루크에

게다스베이더가루크의아버지를살해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스 베

이더가 루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

질 때 속편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다. 메타포에 가까운 커노비의 원래 말

에지나치게집착한다면그모순을감추

는 것은 원히 불가능하다(제다이 기

사들은 예의상의 거짓말을 절 로 하지

않는다).

원래의특수효과가그당시 화의다

른어색한부분들을압도했던반면에지

금은오히려 화에어울리지않는요소

로 나타나므로, <스타워즈>의 특수효과

를 바꾼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서

로 싸우던 광 로봇들은 다른 어느 때

보다지루하며, 속편에서더욱두드러지

는흥행제일주의적경향을 표한다. 앞

부분의 C3PO의 흐느낌은 화 전체에

걸쳐 나타날 선례가 된다. 레이아, 루크

그리고 한 솔로는 화 내내 불평하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징징거린다. 스토리

에서유일하게이상적인순간은한솔로

가 그의 용병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루크가 신비로운 포

스에입문하는장면에가리워져거의소

용이 없어 보인다. 화의 마지막 장면

은다음에피소드를설정할필요가있는

모험물로서의 상업성과 더 전통적인

웅적결말사이에서합의를찾지만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다스 베이더

는 너무나 불쑥 내던저져서, 20주년을

기념해 컴퓨터로 보강된 예고편 시놉시

스를 보면 그가 한 솔로에 의해 살해되

었다고믿겨질정도이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개정판이 화

를 향상시키기보다는 다시 팔아먹기 위

해고안된상업적도구에불과하다고생

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루카스는 언제

나 특수효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

으며, <스타워즈> 이후 후속작이 없었던

것도 그 외의 다른 분야에는 흥미가 없

었기 때문이다. 루카스와 브라이언 드

팔마는 그룹 오디션을 함께 열어 <스타

워즈>와<캐리>의출연진들을동시에캐

스팅했다. 이 사실은 루카스가 에이미

어빙, 낸시알렌, 씨시스파이섹또는심

지어 피 제이 솔즈를 공주로 캐스팅할

수있었는데도얇은입술의캐리피셔를

택한 심사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

게 한다. 이 화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연기는 알렉 기네스, 피터 커싱과 제임

스 얼 존스에게서 볼 수 있지만 이 중견

급연기자들에겐쓸만한 사가거의부

여되지 않는다. <스타워즈>의 새로운 버

전에는, 사를 다시 쓴다거나 세 주연

배우의연기를(해리슨포드는여기서특

별히뛰어나진않지만그래도진정한배

우로서성숙한모습을보여주었다) 컴퓨

터로 조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

기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전혀 찾아볼

수없다.

이모든약점에도불구하고이개정판

은〈스타워즈〉의 중요한 성과들을 상기

시킨다. 표면상으론 기이하지만 실제로

는친숙한요소들로풍부한가공의우주

전체를그럴듯하게요란한치장없이묘

사해낸 것, 웅적 교향시의 전통을 재

현한 것, 값비싼 최신의 기술을 보여주

는특수효과를신중하게사용한것등이

그러하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옛날

화들에 한향수에부응하기위해상

된 화가그때만유행했던촌스러운헤

어스타일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제작되

었던해의시 상을보여주는요소가없

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새로운 <스타워

즈>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갓 제

작된 화처럼보인다는것이다. 

KIM NEWMAN  

SIGHT & SOUND

〈스타워즈〉피터 메이휴, 마크 해 , 알렉 기네스, 해리슨 포드

스핏파이어 그릴
The Spitfire Grill

리데이빗즐로토프감독

distributor

한아미디어

production

companies

케슬록 엔터테인먼트

그레고리 필름

멘도치노 코퍼레이션

executive producer

워렌 G 스티트

producer

포레스트 머레이

co-producer

마시 리로프

에드워드 E 본

associate

producers

린다 H 러

데보라 스티트

production 

co-ordinators

셜리 데이비스

빅토리아 A 로빈슨

unit prodution

manager

프레드 스타일즈

location manager

토마스 스몰

post-production

supervisors

이사벨 헨더슨

클락 헨더슨

assistant directors

카스 도노반

에이미 슈미트

script supervisor

키에미 가라사와

casting

마시 리로프

additional :

숀 로우

제이 크레이븐

베스 오브라이언

screenplay

리 데이빗 즐로토프

directors of

photography

롭 드레이퍼

additional :

렉스 니콜슨

editor

마지 굿스피드

production

designer

하워드 커밍스

art director

피터 보크

set decorator

래리 디아스

costume designer

루이스 밍겐바흐

assistant costume

designer

로리 에스코비츠

hairstylist

조아니 야브로우

key make-up 

린 이간

make-up artists

비키 벤슨 웨이트

titles/dpticals

타이틀 하우스

music composer

제임스 호너

sound editorial &

re-recording

브레이셔 사운드

dialogue editor

월터 스펜서

sound effects

editors

아드리안 마피악

데이빗 바흐

ADR

supervisor :

사라 브래디

editor :

올리버 바스

mixer :

에릭 호쉔

foley artists/editor 

덕 리드

gaffer

J M ‘털리’맥컬로

key grip

더 라스 A 길모어

stunt co-ordinator

니 에일로 3세

cast

앨리슨 엘리옷

Percy Talbott

엘렌 버스틴

Hannah Ferguson

마르시아 게이 하든

Shelby Goddard

윌 패튼

Nahum Goddard

키란 멀로니

Joe Sperling

가일라드 사테인

sheriff Gary Walsh

존 M 잭슨

Johnny B/Eli

루이스 드코미에

Effy Katshaw

아이다 그리세머

Rebecca Goddard

링컨& 에머슨그로우

Molly Goddard

샘 로이드 시니어

Meeshack Boggs

리사 루이스 랭포드

Jolene

포레스트 머레이

Stuart

패티 스미스

customer #1

페이스 케이틀린

neighbor

자넷 St 온게

town member #2

짐 호그

deputy

스테이시 베커

Clare

클리프 레버링

Aaron Sperling

데니스 미엔트카

customer #2

스튜어트 잭슨

customer #3

모니카 칼란

woman at bar

리차드 아디스

man a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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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에서 5년간 복역한 후, 가출소한 퍼시

는길리드라는작은마을에정착한다. 경관인

게리의주선으로나이든한나가혼자운 하

는 스핏파이어 그릴이라는 식당에서 한나와

함께 지내게 된다. 한나의 조카인 네움은 정

체도모르고, 감옥에있었다가나왔다는퍼시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나가 허리를 다

쳐서 몸져 눕게 되어 퍼시가 혼자서 식당을

운 하게 되자 네움은 부인인 쉘비를 식당으

로 보내 퍼시와 함께 일하도록 시킨다. 네움

의강압적인태도와자신을늘무시하는태도

에눌러살던쉘비는퍼시와함께일하면서편

안함을느끼게된다. 

한나는 퍼시에게 자루에 통조림을 가득 넣

어서 매일 밤 뒷마당에 두도록 시킨다. 퍼시

는 그 자루를 산에 사는 어떤 사나이가 와서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나이를 쫓아

가서 친구가 되려고 한다. 퍼시는 한나에게

일리아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있었는

데 베트남전이 끝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한편, 한나는 스핏파이

어그릴을내놓았으나부동산시세가좋지않

아서팔리지않는다. 퍼시는에세이콘테스트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이 콘테스트의

내용은 스핏파이어 그릴을 인수하고 싶은 사

람은 100불과 함께 자신이 스핏파이어 그릴

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

고, 보낸 사람 중에서 한명을 선택해서 스핏

파이어 그릴의 소유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

콘테스트가알려지자전국각지에서2천통이

넘는 편지가 쏟아지고, 길리드의 온 마을 사

람들은 함께 편지를 읽으며 적절한 인수자를

찾는다. 콘테스트가 끝나는 바로 전날, 이 편

지들로 인해 한나의 금고에 2십만 불이 넘는

돈이 보관되게 된다. 한나는 퍼시가 자신도

십년 동안 말 한번 건네지 못한, 산에만 틀어

박혀사는아들일라이와만난다는사실을알

게되자심하게화를내고, 두사람은크게다

툰다.   

네움이 한나의 금고에 있는 돈들을 퍼시가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여 한나의 집에

들어가서 금고 옆에 있는 자루 안에 금고의

돈을다집어넣자마자퍼시가나타나서그자

루에음식물을넣어뒷마당에내놓는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금고의 돈도 사라지고 퍼시

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나는 퍼시

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믿고 포기하려 하나

쉘비는퍼시의무죄를믿는다. 한나는퍼시를

폐쇄된 교회에서 찾아내고 퍼시가 계부에게

강간당하여얻은아이를유산하게된후계부

를 살해하여 감옥에 갔었다는 과거의 이야기

를 듣는다. 이제 돈이 산 속의 일라이에게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나와 퍼시, 마을 사람

들은 산에 가서 그를 찾으려 한다. 퍼시는 일

라이를 도망시키려다가 계곡에 빠져 죽는다.

퍼시의 장례식에서 네움은 자신의 죄를 회개

하고, 그날 밤 일라이는 한나에게 찾아온다.

스핏파이어 그릴은 자신의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싶다는미혼모에게인수된다. 

텔레비전 드라마「플리머스」를 연출하

고「맥가이버」와「레밍턴 스틸」에서 제

작부를했던리데이빗즐로토프의첫번

째 장편 극 화 데뷰작 <스핏파이어 그

릴>은 명확한 인물 성격 설정과 단계별

로진입되는플롯, 그리고클라이막스를

염두에 둔 드라마 구조가 가득 찬 극장

용 텔레비전 화라고 볼 수 있다. 96년

선댄스 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고,

극장개봉에서도좋은성적을얻었던이

화는 선댄스 출신의 화치고는 마약

과동성애의문제가제기되지않은가정

화라는 평을 받았다(이것은 <스핏파

이어 그릴>이 동시 를 살아가는 문제

의식에서눈을돌려헐리우드홈드라마

의 인과관계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배가 서로 다른 세명의 여자들

을근간에두고길리드라는풍광이수려

한작은마을의폐쇄된사람들에게우물

밖을 보게 하고, 외부에서 온 가출소자

인퍼시를희생양으로해서새로운화합

을 끌어낸다는 것이 <스핏파이어 그릴>

의요지이다.

남성중심사회의 기득권을 쥔 남성들

을 중심으로 하는 화는 온갖 장르를

아우르며이미구조화되어있지만, 여성

들만의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화자가 되고 내러

티브의 중심인물이 되는 화는 협소하

게홈드라마의장르에머물러있는실정

이다. 심지어 여성들이 주인공인 <프라

이드 그린 토마토>와 같은 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중

심사회의 희생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강

요되는 여성성에 질식하기 직전의 여성

들이다. 이것은 <스핏파이어 그릴>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러나 <스핏파이

어 그릴>은 이와 같은 여성 주인공의 홈

드라마 구조의 소재주의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내부의 권력을 형성해가는 플롯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핏파이어 그

릴>은 주인공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위상

이분명한설정을전제하고있지만결코

그범주안에머물러있지는않다.

한나의 아들은 베트남에서 몰래 돌아

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여 혼자

서 산에 들어가 산다(미국 화에서 나

타나는 베트남 증후군치고는 상당히 미

약한 자폐증상이다). 퍼시는 계부에게

성폭행을당하고임신하게된아이를유

산한다. 그리고 계부를 죽인다. 쉘비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억압 아래 살면서

‘똑똑하지 못한 여자’라고 핀잔이나 듣

는다(이런 캐릭터도 빅토리아 시 이

래로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빈번하

게 등장한다). 한나는 혼자서 식당을 운

하면서십년동안산속의아들에게는

음식을 조달해줄 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다(한나는 모권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수는 유려하지만

나무가 재산인 마을 길리드의 나무들은

가지들도 가늘고 신통한 쓰임새가 없어

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마을에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전제로

하는메시아가등장한다. 물론처음에는

아무도 퍼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핍박한다. 퍼시에게는쉘비라는

조력자가 있지만 쉘비 역시 힘이 없는

무리에 속한다. 이제 모든 무 장치는

준비되었고 퍼시는 예정 로 자신에게

주어진가시밭길을밟아나가면된다. 

리 데이빗 즐로토프는 <스핏파이어

그릴>의 기본 토 를 세가지 신문기사

를 조합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것은 LA

타임즈에 실린 애팔라치아 산맥의 가난

한마을에 한기사와교도소수감자들

을 관광안내 상담 텔레마케터로 기용했

다는 기사와 메인 주의 한 여관에서 실

제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었다는 기사

들이다. 신문기사는단순히사실을기록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해낸다. 훈훈한 에피소드처럼 기록

되지만, 거기에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나

주류세력의해설이포함되어있기마련

이다. 그리고 리 데이빗 즐로토프 감독

은 이 단편적인 신문기사들이 의도한,

독자들의감동을자아내어이사회를따

뜻한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재현했다. 

<스핏파이어 그릴>은 굳이 여성의 시

선에무게를싣지않은정통적인감동의

드라마이다. 내재된 문제점들을 차치하

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이 화에는

상당한미덕들도많다. 마틴스콜세지의

<앨리스는 더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다>

에출연했었던엘렌버스틴은노년에들

어선성숙한연기를보여주었고, 앨리슨

엘리오트도 퍼시 역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다. 단지 <스핏파이어 그릴>이 선댄스

의발견이라기보다는또다른헐리우드

화의전형을제시하는데서그친것이

아쉬울뿐이다.

김미 기자

KINO

〈스핏파이어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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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핀도드는남자친구샘의차를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할머니 하이의 저택에 도

착한다. 그곳에는‘그래스 퀼팅 비’의 회원인

핀의 이모 할머니 래디 조와 집안 친구인

안나, 그녀의 딸 마리아나 그리고 그들의 친

구인 소피아, 엠, 콘스탄스 등이 있다. 그날

저녁 현관에서, 하이와 래디 조는 핀에게

그들의 적 적인 관계에 해서 이야기해 준

다. 하이의남편이병상에누워있을때, 하이

는 래디조의남편아서와야외로드라이브

를 가서 함께 밤을 보냈었다. 래디 조가 그

사실을 알고는 집안의 모든 장식품들을 부숴

버렸다고 한다. 래디 조는 핀에게 그 깨어

진파편들로벽을바른창고를보여준다.

다음 날 핀은 해수욕을 하다가 레온이라는

핸섬한이방인을만나고, 소피아의불행한결

혼생활에 해듣는다. 소피아는소녀시절에

다이빙하기를 즐겼고 해수욕장에서 미래의

남편이 될 프레스턴을 만났다. 결혼 후에 그

녀는 수 을 포기하고 남편이 여행하는 동안

집을 지켰다. 그들은 불행했으며, 어느날 프

레스턴이 그녀를 아이들과 함께 버려두고 떠

났다.

그날저녁에샘이나타난다. 그의방문으로

공부를 방해받은 핀이 짜증을 낸다.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샘은 떠나버린다. 핀은

그날 밤에 샘에게 전화를 걸고, 수화기를 통

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혼란을 느낀다.

다음 날, 엠이 핀에게 여자를 밝히는 화가 딘

과의관계를상세히이야기해준다. 그녀는곧

그를떠날것이라고털어놓는다. 안나는콘스

탄스의 조각 헝겊을 트집잡고 나머지 회원들

은그녀에게가달라고말한다. 콘스탄스는핀

에게 할과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딘과의 불륜

에 해말해준다.

핀은 안나의 오래된 조각이불을 보기 위해

레온과의 데이트를 연기한다. 안나는 핀에게

자기할머니의결혼에 한이야기를해준다.

1860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안나의 할머

니는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내부의 목

소리를 들을 때까지 방황을 했고, 그 까마귀

는 그녀를 미래의 배우자에게 인도해주었다.

1930년 에 안나는 사생아를 임신하여 하이

와 래디 조 가족의 하녀로 일하게 되었다.

그날밤에핀은과수원에서레온과동침한다.

마리안과사진첩을보던핀은, 짧은만남에

도 불구하고 마리안의 일생 동안의 사랑이었

던파리출신시인과그녀의다양한애인들에

해서 듣는다. 며칠 후에 핀의 어머니가 그

집에 나타나 아버지와 재결합할 것이라고 말

한다. 그 저녁에 폭풍이 불어와 책상 위에 있

던 핀의 타이핑된 논문을 정원과 과수원으로

날려버린다. 앤은 딘의 스튜디오에서 자기의

모습을담은수백장의초상화를발견한다. 다

음날아침 래디조는벽에있던사기조각들

을 깎아 내고 핀은 원고를 주우러 다닌다. 다

시 며칠 후 조각이불이 완성되고, 다음날 아

침핀은퀼트를몸에걸치고까마귀를따라가

그녀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과수원에서 기다

리고있는샘의밴을본다.

제작팀이 여성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부터 여러 여성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내러티브에이르는모든면까지, <아메리

칸 퀼트>는 한 때 경시되었던 형식에 현

적인 요소들을 능숙하게 접합시킨 90

년 의 모범적인 여성 화이다. 40년

와 50년 에 제작되었던 비슷한 장르의

선배 화들처럼 <아메리칸 퀼트>의 원

작도 여성이 쓴 작품이다. 그러나 그런

신파가 전통적으로, 얼굴을 붉힐 만한

잡지용 산문이나 침 곁을 장식할 통속

소설을 차용한 데 반해서 <아메리칸 퀼

트>는「뉴욕타임즈」베스트셀러리스트

에올랐던논문에가까운소설을원작으

로한다.

이 화가 흥미위주보다는 질적인 측

면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

의온건수정주의적성격을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감상주의가 난무하는

<철목련>이나 여성들의 우정을그린 <사

랑을 기다리며>와는 달리, <아메리칸 퀼

트>는 조용하면서도 자유로운 페미니즘

을 여유롭게 그려낸 수작이다. 여름 동

안할머니의집을방문한 학원생핀은

‘부족 문화에서 여성의 수작업이 갖는

제의적 의미’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남

자친구샘과의결혼에관해생각해본다.

도착한 첫날 그녀는‘조각이불을 만드

는 꿀벌’이라는 나이든 여자들의 가족

같은 모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핀을 위

한 신혼 첫날밤용 조각이불을 만든다.

이 화에서 사용된 메타포는 풀어내기

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소박한 지혜가

넘쳐나는 화에쉽게기여할수도있었

을 것이다. 신 일련의 플래시백을 이

용하여,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의‘부족

문화’를 조금씩 드러내는 내러티브를

놀라우리만치잘엮어냈다. 감독조슬린

무어하우스는 핀과 다른 여성들을 넘나

들면서과거와현재사이의평형을능숙

하게유지한다. 사진앨범이나해수욕가

기, 현관에서 담배피우기 등이 이음새

없이 자연스럽게 회상으로 연결되기 때

문에, 화 속에는 안락한 리듬과 스토

리의필연성이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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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린무어하우스감독

distributor

(주) 씨네탑

production

companies

유니버설 픽쳐스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executive

producers

워터 파키스

로리 맥도날드

데보라젤린뉴마이어

producers

사라 필스버리

밋지 샌포드

co-producer

파트리샤 휫처

production

supervisor

파트리샤 쿨린

production

designer

레슬리 딜레이

production 

co-ordinator

크리스 닐슨

unit production

manager

파트리샤 휫처

location 

manager

머레이 러

2nd unit directors

세르지오

미미카-게잔

숀 호빈

수잔 프린스

post production

supervisor

에리카 프라우맨

casting

리사 브라몬

가르시아

매리 베니유

ADR voice:

LA 매드독스

associate:

안젤라 누네즈

리아 파비아 애들러

screenplay

제인 앤더슨

based on a novel

by

휘트니 오토

script supervisor

레슬리 파크

director of

photography

야누츠 카민스키

2nd unit directors

of photography

로렌스 블랜포드

척 코헨

camera operator

미치 더빈

steadicam

operator

짐 머로

visual effects

드림 퀘스트 이미지

supervisor:

파트리스 딘허트

editor

질 빌록

associate editor

엠마 히콕스

art director

에드 버록스

set design

에벌린 바비어

윌리암 J 로우 3세

존 루스비

set decorator

마빈 마치

storyboard artist

레이몬드 프라도

special effects

supervisor

마틴 벡커

costume 

루스 마이어스

costume

supervisor

수 무어

key hair stylist

캔디스 닐

key make-up

artist

밸리 오라일리

title design

로버트 다우슨

프로덕션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하워드 A 앤더슨

컴퍼니

music composer/

conductor

토마스 뉴만

music 

supervisor

팀 섹스튼

orchestrations

토마스 파사티어리

music editor

빌 번스타인

songs

“Matondoni

Wedding”,

“Wedding Song”,

“Cherry, Cherry”

by and performed

by Neil Diamond

“Swing on a Star”

by Jonny Burke,

Jimmy Van

Heusen, performed

by Bing Crosby

“Beautiful

Dreamer”by

Stephen Foster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by Eddie

Durham, Edward

Seiler, Sol Marcus,

Bennie Benjamin,

performed by the

Inkspots

“After the Fire is

Gone”by L E

White, performed

by Loretta Lynn,

Conway Twitty

“Anybody Can Be

Somebody’s Fool”

by and performed

by Nanci Griffith

“You Belong to

Me”by Pee Wee

King, Chilton

Price, Redd

Stewart, performed

by Patsy Cline

“Dreamin”by and

performed by

Danny Tate

“La Vie en Rose”

by Mack David,

Edith Piaf,

Louiguy, performed

by Louis

Armstrong

“Riffin’at the Ritz”

by Benny

Goodman, William

Miller, performed

by Benny

Goodman

“At Last”by Henry

Warren, Mack

Gordon, performed

by Etta James

“El vicio del amor”

by Domingo

Concepcion,

performed by

Dimanchy 

“The Wedding

March”by Felix

Mendelssohn

“Il travore (The

Anvil Chorus)”by

Giuseppe Verdi,

performed by

Robert Shaw

Chorale and RCA

Victor Orchestra

choreography

페리 로고빈

supervising sound

editor

테리 로드맨

sound editors

리차드 버튼

데이빗 B 코헨

스테파니 플랙

콘스탄스 A 카즈머

밥 오브라이언

ADR supervisor

안드레아 호타

ADR editor

데니스 호타

ADR mixer

토마스 J 오코넬

ADR recordist

릭 카넬리

foley supervisor

팻 비츠

foley editors

밥 베어

파멜라 벤트코프스키

foley mixer

에릭 고트헬프

foley recordist

론 그래프튼

foley artists

케빈 바트노프

캐티 로위

production sound

mixer

러셀 윌리암스 2세

re-recording

mixers

크리스 젠킨스

아담 젠킨스

마크 스미스

sound recordists

존 머튼

피터 그레고리

scoring mixer

데니스 샌즈

scoring recordist

데이빗 마퀘트

quilt technical

consultant

패티 맥코믹

stunt co-ordinator

댄 브래들리

cast

위노나 라이더

Finn Dodd

앤 밴크로프트

Glady Joe

엘렌 버스틴

Hy

케이트 넬리간

Constance

알프레 우다드

Marianna

캘린 크래딕

사라 크래딕

Young Finn

케이트 캡쇼

Sally

아담 볼드윈

Finn’s Father

더모트 멀로니

Sam

마야 안젤루

Anna

루이스 스미스

Sophia

진 시몬즈

Em

데니스 아노트

James

립 톤

Arthur

데릭 오코너

Dean

조다난 스캐치

Leon

사만다 마티스

Young Sophia

로렌 딘

Preston

멜린다 딜런

Mrs Darling

크리스틴 리 윌슨

켈리 린 윌슨

Baby Duff

브라이언 맥엘로이

Baby Pres

페이즈 케트너

리야나 케트너

Little Evie

애니 매 헌터

Little Duff

매트 주서

Pres

애리 메이어스

Duff

카엘라 그린

Evie

조안나 고잉

Young Em

팀 거니

Young Dean

제인 알덴

Em’s Father

데이빗 윌리암스

Em’s Mother

리차드 젠킨스

Howell

타맬라 존스

Anna’s Great

Grandfather

하비 E 리 주니어

Anna’s Great

Grandmother

에스더 롤

Aunt Pauline

라벤 래리모어 켈리

Little Anna

게일 스트릭랜드

The Mrs

데브라 스틱클린

찰스 파크스

Guests

자레드 레토

Beck

마리아 셀레도니오

Young Anna

클레어 데인즈

Young Glady Joe

알리시아 고랜슨

Young Hy

홀란드 테일러

Mrs Rubens

윌 에스티스

조나 루니

Boys at Party

미켈티 윌리암슨

Wi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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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이르는 이야기들 속에서, 화는

로맨스와 여성의 욕망이라는 이미 성립

되어있는일반적인테마의특권을누리

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현 적인 해석

이더해진다는사실이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생활의 구속을 두려

워하는 쪽은 핀의 남자친구이기보다 핀

자신이며, 욕망이젊고아름다운주인공

에의해서만구체화되는게아니라일곱

인물 모두를 통해 굴절된다. 엘런 버스

틴과 앤 밴크로프트는 다투면서도 서로

의존할수밖에없는경쟁적인자매의감

정을훌륭히전달한다. 루이스스미스는

주부로서 불만족스러운 반평생을 불행

하게 보낸, 상처입은 소피아로 분하여

진실된비애감을전달한다. 이여인들은

불행하기는 해도 운명의 희생자는 아니

다. 오히려 자신들의 운명을 단단히 손

에 쥐고 있다. 특히 마야 안젤루는 엄격

하고위엄있는여가장으로서 화를이

끌어가는안나역에최상의선택이라생

각된다.

이 화가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무어하우스의 유연한 연출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보이스오버와 홈 무비용

필름들, 각각의과거이야기들을살리기

위한양식화된우화형식들을잘사용했

다. 여기서는 그녀의 전작 <증거>보다

더 많은 고안품들이 보인다. 거기에 야

누츠 카민스키의 놀라운 촬 이 독특한

비주얼스타일을불어넣는다. 예를들면

소피아와 프레스톤의 꿈 같은 구애장면

은차갑게빛나는명료성과시원한푸른

색이포인트다.

<아메리칸 퀼트>에 퍼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난은 이 화가 더 라스 서

크의<천국의허락>과<바람결에씌어진>

같은 고전적인 멜러드라마의 요소인 파

괴적인 욕망들을 아늑한 자유주의로

체시켰다는지적일것이다. 다음과같이

주장하는사람이있을지도모른다. 시

적으로도 틀림없이 들어맞는 이 일곱개

의 이야기들이 옛 파퓰리즘을 부르주아

식으로재구성한, 좀더안전하고온건한

버전을나타낸다고말이다. 그러나그렇

게 보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아메리칸

퀼트>는‘여자들이 남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관한 화이며, 내러티브도 가

정불화(소피아) 같은 친숙한 이야기와

강인한 독신여성의 현 적 모델(안나,

핀)을 제공하고 있다. 이 화는 직접적

인 설교를 피하면서도, 핀과 레온의 유

희를통해희미한현실도피의전통적기

쁨을 슬쩍 내놓는다. 과거의 불륜들이

눈물을 자아냈던 것과 달리, 이들의 관

계는 양심의 가책이나 벌과는 거리가

먼, 그저 달콤한 기분전환에 불과하다.

어쨌거나핀이, 현명하지만이국적인매

력은없는샘과결혼함으로써이환상적

인세계는막을내린다. <아메리칸퀼트>

가 이전의 다른 여성용 화들과 다른

가장중요한점은, 이 화의각본, 연출,

제작, 연기가 모두 여성들에 의해 이루

어졌다는사실이다. 그래서 화는여성

주인공들을잘꿰고있는낭만적인이야

기를제공할수있는건지도모른다.

LIESE 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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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퀼트〉위노나 라이더

수려한 외모의 청년 진우는 CF 특수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독신생활을 즐기는 진

우는아침에는로큰롤음악에맞춰잠을깨고

매일 밤 애인을 아파트로 데려온다. 이 바람

에 매일 잠을 설치는 옆집 청년 경수는 진우

를부러움과호기심에가득찬눈으로바라본

다. 광고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이면서 미

모의 피아니스트 여진을 애인으로 둔 진우가

유일하게좌절을맛보는것은바로자신의꿈

인광고모델오디션에서이다. 번번이오디션

에서고배를마시던진우는어느날사무실에

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오디션 응모용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헤어 스타

일을바꾸는등낙방분풀이를하며투덜거린

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공사장의 사

고로정전이되고, 컴퓨터의착오로작업중이

던여자모델의화면과진우의사진이합성되

어버린다. 당황하던진우는이내장난삼아여

자 모습이 되어버린 자신의 얼굴에 메이크업

손질까지한후출력본사진을모델에이전시

에보낸다. 

며칠 후 에이전시에서 엑스트라 모델로 합

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진우는 여자로 꾸미

기 위해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가슴을 사랑

하는 남자’임을 자부하는 유방 확 성형외

과 전문의 광호를 찾아가 수술용 실리콘까지

얻어 완벽한 위장에 성공한다. 첫 촬 에 지

각한 진우는 진 감독과 주역 모델 은경에게

창피를당하지만, 명랑한성격의엑스트라모

델 신희를 만나 서로 가까워진다. 비슷한 처

지의 두 사람은 신인 여배우 오디션에 함께

응모원서를보낸다.

진감독과내연의관계인은경의텃세속에

자신이 남자임을 숨긴 채 설사약으로 다이어

트도하고여성용언더웨어패션쇼에도출연

하는등크고작은위기를넘기며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자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던 진

우는 집을 구할 때까지 1주일간 신세질 것을

부탁하는신희의호출을확인하지못한채집

앞에서기다리던신희와맞닥뜨리게된다. 당

황한진우는자신은오빠이며동생집에잠시

들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한 집에서 신희와

함께 욕실과 침 를 함께 써야 하는‘여자’

진우의 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된다. 어느

날진우는거래처에서문서배달일을하던신

희와 마주치고 저녁을 사겠다는 신희의 제안

으로데이트를한다. 그날밤, 신희는진우에

게‘오빠’에 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모델일을하면서사이가뜸해졌던여진은이

날일로진우를의심한다. 

1주일후. 케익을사들고집에돌아온신희

는무심결에진우가샤워하는모습을보고소

스라치게 놀란다. 이 때 여진이 집에 들이닥

치는바람에오해는더욱커지고신희는집을

뛰쳐나간다. 케익과카드를보고서야이날이

신희의 생일이었음을 알게 된 진우는 며칠을

방황하다가 신희를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하고

신인 여배우 오디션 장소로 향한다. 자기 순

서가되어진우를발견한신희는눈물을흘리

며연기를하고진우는무 위로뛰어올라가

용서해달라며 신희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진

우와 신희는 주연 배우로 캐스팅되고, 이웃

청년경수는이행복한연인들을또다시질투

한다.

최근몇년간한국 화의주된경향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로맨틱 코미디는 어디

까지 변주될 수 있을까? 로맨틱 코미디

와 섹스 코미디의 차이는 무엇일까? <꼬

리치는 남자>가 강아지의 눈을 빌어 종

횡무진 엿보기를 시도한 데 이어 <미스

터 콘돔>의‘아기 낳기 전쟁’을 구경하

기위해부부의침실과 담들을마주하

게된관객들에게코미디의소재는어디

까지가지치기를계속하며그 역을넓

혀내고, 관객들로부터 웃음의 설득력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오디

션>의 유일한 미덕은 이러한 문제제기

들로부터 시작하여 코미디의 소재와 웃

음의 연관장치들에 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심각하게숙고해볼기회를제

공한다는데있을것이다. 

<오디션>은 <가슴 달린 남자> 이후 명

백히코미디컨벤션의자장아래놓여진

성전환의아이디어가사건과배경, 에피

소드의주인공의성별만바뀐채똑같은

이야기를반복하고있는 화이다. 하지

만 적어도 단편적이나마 사회의 성차별

관습에 한 한 여성의 응방법으로부

터시작점을찾았던문제의식, 성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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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모르는상태의주인공남성을주

축으로 해서 이끌어간 방백적 로맨스의

이중 트릭 등 <가슴 달린 남자>의 내러

티브가 다다랐던 지점들을 <오디션>은

가뿐히 뛰어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

지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은 한 남성이

우연에의한장난같은아이디어에의지

해 여자가 되기를 마음먹는 것이고, 로

맨스가 일어나는 지점에서는‘오빠’를

등장시킴으로써 자칫 심각해질지도 모

르는 성전환의 혼란스러운 설정을 안전

하게 비껴가는 것이다. 더구나 <오디션>

은성이바뀌는이중생활의주인공이여

자가아닌남자가됨으로써 화의주제

는 자연스럽게 저항적인 성격을 벗어던

지고 온전히 성담론의 역으로 착륙해

버렸다. 

<오디션>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나는 두 남성(진우와 경수)의 우스꽝스

러울만큼 비되는침실장면으로시작

된다. 그리고 이 오프닝은 비교적 솔직

한 설정이다. 제목과는 달리 <오디션>은

광고 비즈니스계의 우여곡절과 그 이면

을살피는 화가아니라섹스라이프를

둘러싼 진우와 경수의 긴장관계(?)를

훨씬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잘 나가는 남자’진우와‘잠

못드는남자’경수, ‘예술하는남자’진

감독과‘가슴을 사랑하는 남자’광호 등

남성중심적 성 담론이 양산해낸 스테레

오타입들을 캐릭터화하는 데 부분의

노력을할애하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시종일관 여자의 속옷과 가슴, 여탕의

풍경, 아파트 벽을 타고 들려오는 옆집

의 신음소리 등에 해‘따로 또 같이’

열광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생사를 건

다. 진우가 그토록 열망하던 광고 모델

일은그가우연히여장을결심하는순간

화의 풍경으로 려나고 여자로 변장

한그의곁에는스토리내에서의적 적

설정들과 상관 없이 남성‘동료’들(더

정확하게는 남성적 시선들)이 우루루

달려들어 일 모험을 위한 오를 정비

한다. 특히 TV 드라마「종합병원」의 좌

충우돌 캐릭터로 알려진 주용만이 특유

의 과장법으로 희화화한 경수라는 인물

은중심내러티브와는아무런상관없이

순수하게(?) ‘엿보기’를 위해 설정된

역할이자 일상성을 박탈당하고 어처구

니 없는 상황들(진우의 속임수로 제모

제를바르거나진우의그룹섹스를상상

하고 경쟁하듯 섹스를 벌이는 장면들)

속에서홀로웃음을일구어내야하는희

생양인 셈이다(하루종일 아무 일도 하

지 않고 벽에다 귀를 고 흉내 섹스에

열중해 있는 남성의 모습을 상상해보

라). 그리고 이 어지러운 엿보기 모험담

속에 천사 같은 소녀 신희가 구원처럼

등장하고, 예정된로맨스의결말에의해

<오디션>의 인물들은 축복과 징벌과 휴

식을 얻는다. 바로 가벼움이 미덕이 되

는순간이다.

가까이는 일본 순정만화로부터 멀리

는 헐리우드 화까지, 그리고 가장 최

근의 <체인지>를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

가 바뀌는 이야기는 언제나 그 시 의

성담론과등을맞 어온가장 화적인

아이디어일것이다. 그리고급진페미니

스트들의실험을제외하면늘그한쪽편

에는성담론의공격성을무화시켜줄동

화적장치가항상준비되어있었다는점

을 생각한다면 <오디션> 역시 크게 다르

지 않다. 단지 여기에서는 일본 만화의

섬세한 감상주의나 헐리우드 화의 치

한내러티브구조가보이지않을뿐이

다. <오디션>은 그 도발적인 아이디어

위에우리사회가지루할정도로학습해

온 고정관념을 무한정 반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광범위한 관객들(성

인만화의 독자층)을 겨냥한 동화인 셈

이다. 

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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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국의 시골. 지적인 젊은 독학자 쥬

드 폴리는 그의 옛 학교 스승인 필로슨의 발

자취를따라유서깊은 학이있는크라이스

트민스터로이주하는것이꿈이다. 그러나아

라벨라 돈이라는 마을의 양돈업자 딸에게 반

해서 그 꿈을 포기한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생각한쥬드는그녀와서둘러결혼한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곧 불행해진다. 아라벨

라는그의곁을떠나고, 그는크라이스트민스

터로이사한다. 그는 학에들어갈희망에서

낮에는석공으로일하고밤에는공부를한다.

이때그의사촌수브라이드헤드가나타난다.

그녀는고매한정신과지성을갖춘젊은아가

씨이다. 그녀가 직장을 잃게 되자, 그가 필로

슨에게부탁하여교사자리를구해준다. 쥬드

는 몰래 수에 한 열정을 키우지만, 그녀와

의 관계가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학에

서 받아주기를 거부하자 쥬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간다. 그런데수가그를멜체스터로불러

온다. 수는 필로슨을 따라 그곳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녀는아라벨라에관해알게되고서

깊이상처를받아일종의복수차원에서필로

슨과 결혼해버린다. 쥬드는 마을 선술집에서

위안을찾다가그곳에서일하고있는아라벨

라를알아보고그녀와하룻밤을같이보낸다.

수의결혼생활역시불행하다. 필로슨은그

녀가 자기를 떠나 쥬드와 새 가정을 꾸리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수와 쥬드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으므로 그 지역사회로부터 냉

를 받는다. 게다가 돌봐야 할 아이가 셋씩

이나 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와

아라벨라와 쥬드 사이에서 난 아들 하나. 쥬

드와수가겪는불행이자기탓이라고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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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Jude

마이클윈터바텀감독

distributor

(주) SKC

production

companies

폴리그램 필름드

엔터테인먼트

BBC 필름

레볼루션 필름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스튜어트 틸

마크 쉬바스

producer

앤드류 이튼

associate

producer

쉴라 프레이저 네

production 

co-ordinators

루스 코에지

케이티 드라이스데일

New Zealand:

바바라 윌리암스

unit manager

조쉬 다이네버

location

managers

데이빗 피닝톤

2nd unit:

개런스 로윈스키

New Zealand unit 

바바라 윌리암스

프로덕션

assistant directors

하워드 아룬델

매트 베이커

존 더씨

다미안 라이트

Crowd:

엘리자베스 빈스

앨리슨 고어링

셀리아 윌레트

New Zealand unit:

엠마 존스

스테파니웨스트레이트

script supervisor

줄리 로빈슨

casting

사이몬 아일랜드

바네사 페레이라

screenplay

호세인 아미니

based on the novel 

『비운의 쥬드』by 

토마스 하디

director of

photography

에두아르도 세라

camera operators

필립 신델

2nd unit:

프 홉슨

시머스 맥가베이

앤드류 스펠러

닉 빅스-샌더스

New Zealand:

로이단 존슨

steadicam

operators

알프 트라몬틴

피터 로버트슨

나이젤 커튼

빈센트 맥간

digital effects

컴퓨터 필름 컴퍼니

graphic designer

프란시스 베넷

editor

트레버 웨이트

production

designer

조셉 베넷

art directors

앤드류 로스차일드

Customs Halls:

마틴 존

set decorator

쥬디 파

scenic artists

스티브 미첼

팀나 울라드

New Zealand:

장 폴 엑크후트

special effects 

supervisor:

존 마크웰

technician:

존 뎀시

snow effects

데이브 크라운쇼

costume designer

얀티 예이츠

costume

supervisor

제인 루이스

make up/hair

designer

멜 깁슨

make-up/hair

supervisor

아만다 워버튼

opticals

시네 이미지 필름

옵티컬스

title design

프레임라인

music

아드리안 존스턴

sound recordist

마틴 트레비스

re-recording

mixers

로빈 오도노휴

도미니크 레스터

supervising sound

editor

루퍼트 마일스

sound editors

칸트 팬

제레미 차일드

dialogue editor

폴 콘웨이

footsteps editor

조 갤러허

ADR/foley

recording mixer

존 베이트맨

technical advisor

stonemasonry:

피터 제임스

dialogue coach

조안 워싱턴

stunt co-ordinator

로이 알론

cast

크리스토퍼

엑클레스톤

Jude Fawley

케이트 윈슬렛

Sue Bridehead

리암 커닝햄

Phillotson

레이첼 그리피스

Arabella

쥰 윗필드

aunt Drusilla

로스 콜빈 턴불

little Jude

제임스 달레이

Jude as a Boy

버윅 케일러

Farmer Troutham

숀 맥켄지

리차드 올브레히트

stonemasons

카이틀린 보슬리

Anny

엠마 터너

Sarah

로레인 힐튼

shopkeeper

제임스 네스비트

uncle Joe

마크 램버트

Tinker Taylor

폴 바운

uncle Jim

아만다 리안

gypsy saleswoman

버논 도브체프

curator

데이빗 테넌트

drunk

undergraduate

런 타이

punter

폴 코플리

Mr Willis

켄 존스

Mr Biles

로저애쉬톤그리피스

auctioneer

레이몬드 로스

old man

프레다 도위

elderly landlady

덱스터 플레처

priest

모라이 헌터

politician

아드리안 바우어

blacksmith

케리 쉐일

showman

빌리 디 로버츠

little sister

샨텔 니어리

baby

제임스 스캔론

newborn baby

122분

국 1996년 제작

〈오디션〉이승형, 임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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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들은배다른두형제들을죽이고자기도

목을 매어 자살한다. 수는 이것이 신이 내린

응보이며 자기가 고통으로써 갚아나가야 한

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쥬드와 계속 함께 사

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이제항상떨어져있어야한다.

<쥬드>에 묘사된 웨섹스는 존 슐레진저

의 <성난 군중들로부터 멀리>나 로만 폴

란스키의 <테스>에서와 같은 비옥한 목

가적 풍경이 없다. 오히려 좀처럼 태양

이 빛나지 않는 회색의 답답한 곳으로

그려졌다. 화의 첫 시퀀스도 황량한

스타일의 흑백장면이다. 어린 주인공이

홀로, 습기 찬 들판에서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보고 놀라서 도망가

야 정상일 듯한데 말이다). 농부가 그를

잡아매질하고, 화면은급전환되어죽어

매달린 까마귀를 보여준다. 뒤에 있을

비극적사건들을암시하듯이. 

작년의 <버터플라이 키스> 이후 두번

째장편을만든마이클윈터바텀감독이

이 소재에 품은 의도는 명확하다. 그는

토마스하디의소설로만들어진정통문

예 화들의 예복을 벗겨버리고, 스토리

핵심에 있는 강렬하고 모던한 사랑이야

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다. 이 의

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긴장을 만들어낸

다. 우선, <쥬드>는 열악한 성장배경과

결혼생활 때문에 야심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는어두운독학자를다루는데, 사실

‘로맨스’라기보다 실패한‘연구 논문’

에 가깝다. 쥬드는 멀리서 빛나는 크라

이스트민스터의 은색 첨탑을 보며 어떤

강렬한 계시를 느낀다. 그러나 마치 그

가 열망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겪을 것

들 간의 격차를 강조하기 위함인 듯, 그

도시는그를배반해버린다. 마침내쥬드

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도착하나 결국

그 곳도 쥬드가 떠나온 마을 만큼 완벽

한금지의고장이었음이밝혀진다. 후에

쥬드가 학졸업자들의 행렬을 거의 절

망에가까운심정으로지켜보며결코저

안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을 깨닫는 가슴

아픈장면이나온다.  

크리스토퍼 엑클레스톤은 쥬드의 순

수한 강렬함을 잡아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한쥬드는유머의흔적이조금도없

이 근엄한 편에만 서 있다. 국의 베테

랑 코미디 배우 쥰 위트필드의 이례적

출연조차 그의 경직성을 약간이라도 풀

어주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그의

무감동은 통속적 러브 씬들을 더욱 더

부조화스럽게만든다. 수와쥬드의애정

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담배를 피고, 강가에서 수다를 떨며 논

다. <쥴 앤 짐>의 프랑소와 트뤼포식 연

인에 한앵 로색슨스타일의모방인

것 같다. 그들의 감정이 자발적임을 암

시하기위한핸드헬드촬 이많이보인

다. 그런데 그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해

변을 따라 내려가는 장면은 <추억>의 로

버트 레드포드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를 떠올리게 한다. 짧게나마 우리는 갑

자기 부풀린 감상주의의 왕국에 들어선

느낌을받는다.

쥬드와 시골 처녀 아라벨라(레이첼

그리피스가 생동감 있게 연기한)의 로

맨스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다루어졌다.

적어도 여기서는 쥬드의 까다로움이 희

극성을높여준다. 수브라이드헤드가속

세를 초월한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반면

에, 아라벨라는 말 그 로 즉물적이다.

그녀는 쥬드에게 돼지의 고환을 던지는

것으로자신의관심을표현한다. 그녀와

남편쥬드가돼지를잡아죽이려하는장

면은잔인하지만재미있는시퀀스로, 돼

지가죽으면서내지르는긴비명은쥬드

자신의눈물처럼느껴진다.

섹스는 D H 로렌스식의 씩씩한 스타

일 안에서‘어둡고 초월적인’것으로 나

타난다. 쥬드와아라벨라의정사에서카

메라는 마치 밖에 있는 산들의 능선과

인체의 실루엣을 조화시키려는 듯 쥬드

의 몸을 클로즈업으로 잡는다. 쥬드의

극단적인 성실함은 그렇다 쳐도, 수가

그와의 동침에서 쥬드와 똑같은 엄숙함

(쥬드가 돼지 창자를 꺼낼 때처럼)을 보

이는것은좀놀랍다.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위한 로케이션에

에딘버러를 선택한 감독의 결정도 약간

당황스럽다. 에딘버러의뉴타운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 너무 유명하여 관객이 즉각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쉘로우 그레

이브> 중 많은 야외 씬이 촬 된 장소

다. 시 극의일반적구속으로부터탈출

하고 싶었다는 원터바텀의 주장은, 다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많은 외부적

디테일에위배된다. 쥬드와그가족들이

손전등으로 마술쇼를 즐기는 장면은

화탄생 1백주년에 한 목례이거나 빌

더 라스(<동지들>에서 같은 장치를 사

용한)에 한 경의로 보인다. 낡은 기차

가칙칙폭폭소리를내며트랙을내려오

는장면도사랑스럽다. 

하디의 소설들은 삽화적이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렇게 자주 텔레비전용으로

각색되어왔을것이다. 호세인아미니의

각본은 내러티브의 각 단락을 소개하는

중간제목들에많이의지하여그스토리

의기원이소설임을숨겨볼시도조차하

지않는다.

어두운 스토리라인과 종종 있는 답답

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쥬드>는 여전히

눈물샘을자극하는슬픈작품이다. 색채

가 어두워지는 것이 눈길을 끌며, 모진

환경에 의기소침해지는 인물들도 흥미

롭다. 쥬드의 아주 이상적인 사촌이자

연인수로나오는케이트윈슬렛은처음

에는 생기 넘치는 태도를 보이지만, 끝

으로 가면 고통으로 거의 말이 없다. 유

머가 부족한 엑클레스톤 역시, 끝 부분

에는 그 조차도 거의 가본 적 없는 엄숙

의 심연에 이르고 만다. 책에서처럼

화에도사건이일어나는방식에 한숙

명론적 의식 같은 느낌이 있다. 그들이

전형적인 국윤리와계급편견의희생

자들이긴하지만, 그리스비극의인물들

과도 닮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 가를 치루어야 한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형벌의 초월적

야만성은청천벽력에다름아니다. 

GEOFFREY MAC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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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 다운
Falling Down

조엘슈마허감독

distributor

워너 브러더스

production

company

워너 브러더스

executive

producer

아논 찬

producers

아놀드 코펠슨

허첼 와인그로드

티모시 해리스

co-producers

댄 콜스루드

스티븐 브라운

나나 그린왈드

associate

producers

윌리엄 S 비어즐리

에브 로 스미스

존 J 톰코

production

associate

크리스틴 A 존스톤

unit prodution

manager

윌리엄 S 비어즐리

location

managers

앙토와네트 레바인

폴 브링크맨 주니어

casting

마리온 도허티

assistant 

directors

스티븐 던

데니스 캡스

데이빗 퍼지

screenplay

에브 로 스미스

director of

photography

안드레이 바코비악

colour

테크니칼라

special

photography

제인 보빙던

camera 

operator

제임스 뮤로

editor

폴 허쉬

production

designer

바바라 링

art director

래리 풀톤

set design

얀 K 엥겔

브래드 리커

set decorator

크리켓 로랜드

production

illustrator

팀 플래터리

special effects 

co-ordinator

매트 스위니

special effects

밥 스토커

짐 슈발름

루신다 스트룹

music

제임스 뉴튼 하워드

orchestrations

제임스 뉴튼 하워드

브래드 데쉬터

크리스 보드맨

music editor

짐 와이드맨

songs

“The Stripper”by

David Rose,

performed by

David Rose and his

orchestra

“La Schmoove”by

R Roachford, J

Jones, L Maturine,

M Taylor, A

Muhammad,

performed by Fu

Schnickens

“Murio Nuestro

Amor de

Verano(Sin Por

Que)”by and

performed by Luisa

Maria Guell

“Estupida De Mi”

by Angel Anibal

Rosado, performed

by Arabella

“Happy Birthday

to You”by Patty S

Hill, Mildred J Hill

“I Didn’t Slip, I

Wasn’t Pushed, I

Fell”by Eddie

Pola, George Wyle

costume design

마를렌 스튜어트

wardrobe

supervisor

실비오 스카라노

make-up artists

톰 루카스

스티브 아브룸스

title design

BLT & 어소시에트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supervising sound

editors

찰스 L 캠벨

루이스 L 에드만

sound editors

릭 프랭클린

닐스 옌센

척 닐리

덕 잭슨

supervising ADR

editor

래리 싱어

ADR editor

안드레아 호타

sound recordists

데이빗 맥 란

music :

숀 머피

돌비 스테레오

sound 

re-recordists

웨인 아트만

톰 달

로버트 셰이퍼

foley artistsc



6월의 어느날 아침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남

자가같은장소의교통체증속에꼼짝없이갇

혀 있다. 한명은 자기 차를 버리고 걸어간다.

다른 한명은 퇴임을 앞둔 마틴 프렌더개스트

형사로, 그 날은 그의 경찰로서의 마지막 근

무일이다. 그는 버려진 차를 길 한쪽으로

어붙이라고 명령한 다음, ‘디펜스’라고 적힌

번호판을살펴본다. 그차의운전사는근처의

식료품가게로 들어가 공중전화를 걸 잔돈을

바꿔달라고 한다. 한국계 주인 미스터 리가

물건을 사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미스터 리

의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선반들을 때려부수

고나서지폐를내놓고잔돈과코카콜라하나

를가져간다. 

직장에 온 프렌더개스트는 동료들로부터

비웃음을 산다. 그를‘책상 운전수’로 보지

않는 예외적 인물이라면 그의 예전 파트너인

산드라토레스이다. 이날그녀가프렌더개스

트에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 한편,

베니스 비치의 방갈로 안에서는‘디펜스’의

전처 베스가 에이델의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디펜스는베스에게수차례전화를걸어

보지만계속통화중이다. 그는콜라를마시려

고잠깐앉았다가라틴계갱들의방해를받는

데그들은디펜스의가방을빼앗으려한다. 

디펜스는 그들 중 한명에게서 잭나이프를

빼앗아, 그들의 공격을 무사히 받아넘긴다.

시내에서프렌더개스트는신경질적인부인의

전화를받고, 이어서식료품상미스터리로부

터‘하얀셔츠에넥타이를맨 사나이’에 관해

듣게 된다. 복수를 하려는 예의 갱들이 디펜

스를알아보고그거리전체에총을난사하지

만디펜스는이번에도무사하다. 그들의자동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디펜스는 그들의

무기를 강탈한다. 프렌더개스트가 그의 안하

무인한 상관으로부터 마지막이 될 강의 연

설을 듣고 있을 때, 기자들이 경찰서로 들이

닥친다. 베스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사색

이되어경찰보호를요청한다.

디펜스는 한 사기꾼에게 구걸을 당한 후,

점점 무거워지는 무기가방을 들고 근처의 웨

미버거로 들어간다. 아침식사 메뉴 판매시간

이(몇분) 지나서 그가 주문한 메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디펜스는 종업원들과 손님

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프렌더개스트는 동

료가 예의 갱들의 친구인 안젤리나를 심문하

는 것을 지켜본다. 안젤리나는‘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나이’얘기를 한다. 나중에 프

렌더개스트가 산드라와 점심을 먹는데 그녀

가 웨미버거로 호출된다. 토레스는 용의자를

쫓아 어느 재고품 상점에 들어가는데, 가게

주인이 그 용의자(디펜스)를 숨겨준다. 그리

고나서그주인은디펜스에게스스로동성애

혐오자이며 개인 무기까지 갖춘 신 나찌라고

밝힌다. 그가 협박을 해오자 디펜스는 그를

죽이고는전투복차림으로나간다.

프렌더개스트와 토레스는 이 비슷한 범죄

들이동일범의소행이라고확신하고, 그를찾

아내기 위해 한 팀으로 공조체제를 이룬다.

프렌더개스트는 아까 오전에 본‘디펜스’라

고 쓰인 번호판을 기억하고, 그 차의 주인 이

름이 윌리엄 포스터라는 걸 알아낸다. 그와

토레스가 포스터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겁먹

은 모친을 만난다. 포스터는 사유 골프 코스

를가로질러가다가한노인을겁줘서심장마

비에 이르게 한다. 토레스는 포스터가 한달

전에 방위산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실직 상태

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녀와 프렌더개스트

는 베스의 집 근처를 훑는다. 포스터는 이제

비벌리 힐즈에 도착하여 한 성형외과 의사의

저택에서그곳관리인과그가족들을겁준다.

경찰보호를받을수없게된베스는포스터가

도착하기 직전에 에이델과 함께 집 밖으로

도망친다. 포스터는 그들이 베니스 부두쪽으

로 도망갔으리라 짐작하지만, 그쪽으로 움직

이기전에, 잠복해있던토레스와프렌더개스

트한테 걸린다. 포스터가 도망가면서 토레스

에게부상을입히지만, 토레스의총으로무장

한 프렌더개스트가 부두까지 쫓아가서 그를

속여서총을내려놓게한다. 궁지에몰렸으면

서도 에이델의 물총으로 허세를 부리던 포스

터는 위험한 총격전 중에 물에 빠지고 만다.

프렌더개스트는 그 모녀를 방갈로로 다시 돌

려보내고, 에이델의생일파티를위한손님들

이모여들기시작한다. 그리고나서프렌더개

스트는 뉴스 카메라 앞에서 그의 상관에게

“엿먹어”라고말하며작은기쁨을느낀다.

<폴링 다운>은 논쟁거리가 다분한 블럭

버스터라고 엄청나게 선전되었다. 풍자

로 위장하여 장안에 화제가 된“조잡한

자경( 警) 화”,“<원초적 본능>을 능가

하는 마이클 더 라스 화”,“미국의 백

인 중산층을 겨냥한 폭력적 욕구충족”

등등등…(백인 중산층은 클린턴 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십만 달러

정도 되고, 여러 잡다한 현실도피적 집

단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뉴스위

크」는 표지로 디펜스로 분한 마이클 더

라스의 사진을 게재하고‘백인 남성

의편집증’이란제목의기사를실었다. 

물론 더 라스와 죠엘 슈마허 감독은

현재의 이슈를 다룬 것에 관해 예를

받을 만 하다. 그들은‘근로자’의 정신

에 도시생활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피해

를 시 에 맞게 그리기 위해, 분명 90년

식 <택시 드라이버>를 만들기를 원했

다. 이러한 목적에서 <폴링 다운>은 특

이하게 촬 /편집되었고, 각본과 구성

은 교묘히 계산되었으며(인물들의 성격

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아주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안드레이 바코비악로부터

근사한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화

의 추진력은 여전히‘호러 화와 액션

화와도시의불안을담은스릴러의짬

뽕’이라는 옛날의 뻔한 헐리우드 공식

이다. 여기다가‘나이키’까지 망신시킬

극성맞은 간접 상품광고(아이러니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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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쉬

알리시아 스티븐슨

technical adviser

M D“독”와켄틴소령

stunt 

co-ordinator

마이클 루니아드

stunts

그렉 바넷

밥 로스

스티브 보윰

게리 콤스

스티브 데이비슨

마이크 델루나

스코트 독스테이더

마리아 도에스트

니 에퍼스

리치 가오노

아만도 게레로

노만 하웰

토미 허프

제프 이마다

헨리 킹기

스티브 램버트

게리 맥카티

에릭 맨스커

자니 마이어

마니 페리

로니 론델

길버트 로살레스

토미 로살레스

마이클 루니아드

딕 지커

cast

마이클 더 라스

D-Fens

로버트 듀발

Prendergast

바바라 허쉬

Beth

레이첼 티코틴

Sandra

튜즈데이 웰드

Mrs Prendergast

프레데릭 포레스트

Surplus store

owner

로이스 스미스

D-Fens’mother

조이 호프 싱어

Adele(Beth’s child)

에브 로 스미스

guy on freeway

마이클 폴 챈

Mr Lee

레이몬드 J 베리

captain Yardley

D W 모펫

detective Lydecker

스티브 박

detective Brian

킴벌리 스코트

detective Jones

제임스 키니

detective Keene

메이콘 맥칼만

detective Graham

리차드 몬토야

detective Sanchez

브루스 비티

police clerk

매튜 삭스

officer at station

오스틴 로드리게즈

에디 프리아스

팻 로마노

파비오 우레나

gang members

카리나 야로야브

Angie

이렌느 올가 로페즈

Angie’s mother

벤자민 모튼

uniformed officer at

Beth’s

딘 할로

uniformed officer’s

partner

제임스 모리슨

construction sign

man by bus stop

존 플렉

seedy guy in park

브렌트 힝클리

Rick(Whammyburg

er)

디디 파이퍼

Sheila(Whammybu

rger)

캐롤 앤드로스키

woman who throws

up(Whammyburger)

마가렛 메디나

Lita the waitress

본디 커티스-홀

not economically

viable man

마크 프랭크

annoying man at

phone booth

피터 라돈

스펜서 록포트

gay men

캐롤 이타 화이트

second officer at

Beth’s

러셀 커리

second officer’s

partner

존 핑크

guy behind woman

driver

잭 케호

street worker

발렌티노 D 해리슨

kid with Missile

Launcher

잭 베츠

Frank(golfer)

알 만시니

Jim(golfer)

존 디일

dad(back yard

party)

에이미 모튼

mom(back yard

party)

애비 바텔

Trina(back yard

party)

수지 싱어

Suzie the stripper

웨인 듀발

paramedic

발리샤 진 말린

Prendergast’s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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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낭시. 잔느와 엘렌느 자매는 각각

군인인루이와그의동생마르크와결혼한다.

독일이프랑스를침공했던이듬해, 루이는독

일군 포로가 된다. 1944년, 포로수용소에서

루이와 가까이 지냈던 앙리가 잔느를 찾아온

다. 루이가 돌아왔을 때 잔느는 앙리와 살고

있다. 루이는 잔느에게 자유를 주지만, 잔느

는 다시 루이 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잔느

가 낳은 쌍둥이는 앙리의 아이이다. 1945년,

루이는베를린에서복무중이다. 임신한잔느

는무도회에서러시아군인과춤을추며추파

를 흘려 루이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그의 위승진을막축하하려는찰나진통에

들어간다. 무도회의 호스트인 전 나찌 당원

베렌스의 아들 마티아즈는 잔느를 국군 점

령지역의병원으로데려간다. 병원측은서류

없이는루이를들여보내려하지않는다. 마티

하는)가더해진다.

이 화는 스스로의 장르적 요소 중

어느것도지배적이되지않도록함으로

써 남다르고자 한다. 그 지배적 요소들

은 마이클 더 라스로 모아진다. 그는

반은 비현실적이고 반은 현실적인 나쁜

놈이라는 양식화된 인물로 분한다. 그

인물은 윌리엄 포스터라는, LA 방위산

업체노테크에서해고된반사회적인물

이다. 비평가들은 포스터를 미국 백인

웅의요란한 단원같은것으로과장

했다. 화 속에서 문제들을 떨치고 일

어나인종이나사상에관계없이사람들

을 괴롭히고 자기 딸에 꼬인 애정을 쏟

는 인물로는 그가 최초의 미국 백인 남

자가 아니다. 단지 그런 인물이 연예계

의 특 A급 거물인 마이클 더 라스에

의해 구현된 것이 최초일 뿐이다. 그리

고 더 라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던

간에, ‘노동 계급’이 의미하는 진정한

아이디어전달은점점요원하기만하다.

더 라스는 그의 인물 디펜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 디펜스는

미디어로투 된악몽들의합성이다. 그

는 부분적으로「오프라 윈프리 쇼」이고,

어떤면에서는네트워크뉴스이며, 또어

떤 면에선「경찰들」, 「하드카피」, 「풀리

지 않은 신비」와 같은 다큐프로그램이

며, 한편으로는프랑켄슈타인이다. 그가

개성이없는악인으로고정된것은절

아니지만, 그의윤곽은여전히흐릿하다.

그는 왜 직장에서 쫓겨났을까? 그는

그동안매일어딜다녔던것일까? 어떻

게 노동자가 비벌리힐즈의 상류층처럼

말할 수가 있을까? 포스터는 엄청나게

큰원한과깊은혼란의부담으로망가진

인물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것은그저자기의배역이가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테마들의 무게에

짓눌린마이클더 라스일뿐이다. 더

라스는 모든 감정폭발을 코믹한 재치로

바꿔버린다. 그리고‘이해받기’를 소망

하는마음이너무강한나머지관객들에

게 실제로 눈짓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

러나 그는‘노동계급’이 헐리우드를 이

해하는 것 만큼도‘노동계급’을 이해하

지못한다.

이것이바로로버트듀발이이 화를

휘어잡는 이유인데, 그는 이 화를 반

사회적 주인공보다 많은 비 을 간직한

한 경찰에 관한 흡인력 있는 드라마로

변화시킨다. 더 라스가 스타 카리스마

라는 유일한 장치에 의지하는 반면에,

듀발은 천천히 복합적이고 리얼한 노동

계급 주인공(천하고, 오류투성이고, 닳

아빠진, 담한)의 베일을 벗겨간다. 프

렌더개스트는 그의 표적 디펜스의 반

급부로서 창조된 인물이다(퇴임하는

날, 포스터의마지막이성의끄트머리와

충돌하는 경찰). 포스터는 자기 부인(바

바라허쉬가욕망과폭력사이를뒤범벅

된 연결을 잘 보여주었다)을 위협하지

만, 프렌더개스트는 상냥한 남편이다

(그의 부인 역할은 처음엔 아이를 잃어

서, 그 다음에는 미모를 잃어서 좌절한

여인으로, 튜즈데이웰드가역시훌륭하

게 그려냈다). 교통 체증에 포스터는 꼭

지가돌아버리지만, 같은상황에서프렌

더개스트는길건너광고판을보며혼자

낄낄 웃는다. 포스터는 사람을 볼 줄 모

른다. 그에게는사람들이모두장애물일

뿐이다. 그러나 프렌더개스트는 관용과

날카로운직관력을갖춘사람이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데 탁월한, 경험

많은 특별한 경찰이다. 프렌더개스트는

총을 가지고 다녀서가 아니라, 모욕을

받고도 웃어넘기기 때문에 진정 남자이

다. 그는 자신의 용기를 알아줄 누군가

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답다.

듀발은 고독의 원천을 화 속의 그 어

떤 극단적인 도시 유령(샘 페킨파 화

에서 뛰쳐 나온 듯한 총잡이들, 황금시

간 의코미디언처럼말이빠른사람들,

데이빗 코레시만한 무기고를 갖고 있는

나찌주의자)보다 더 섬뜩하고 더 진실

되게보여준다. 

프렌더개스트는 인생은 거칠고, 운이

란 것은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

인다. 그는 포스터를 정확히 그의 정체

그 로“평범한”투덜이라 부르는 유일

한 사람이다. 베니스 부두에서 코너에

몰린 더 라스는 물 위로 흐느적거리는

동작을 취하며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메

리칸드림을훔쳐갔다고중얼거린다. 프

렌더개스트는 이렇게 말하는 마이클 더

라스의 아이러니를 조롱하며 스크린

이 흔들릴 정도의 의심에 찬 웃음을 쏟

아붓는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화나냐? 그들은 모두에

게 거짓말해! 심지어 물고기에게도 거

짓말을한다구!”

프렌더개스트에게 인생은 가혹했지

만, 어쨌건 그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최상의 지혜들을 얻는다. 유머는 그의

결점을 보충해주는 장점이다. 프렌더개

스트는웃음으로써고통을날려없애고,

동료와상관의경멸을이겨내고, 경찰이

목격해야하는인간행동의끔찍한양상

들을 잊는다. 그런 웃음이 디펜스의 무

기의 힘이나 더 라스 같은 스타의 존

재보다 훨씬 직접적인 힘을 가짐을 발

견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다. 허

쉬, 웰드, 레이첼 티코틴(프렌더개스트

의 성급한 전 파트너 토레스 역)과 함

께, 물량위주의스릴러를완전히뒤집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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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인
Une Femme Française

레지바르니에감독

distributor

(주) 우진 필름

production

companies

UGC 이미지

TF1 필름 프로덕션

DA 필름스

레코디드 픽처스

컴퍼니

스튜디오바벨스베르그

with the support of

유리미지

필름페데룽 베를린

with the

particpation of

센트르 내셔날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까날 플러스

브리티쉬 스크린

소피커스 소피너지 2

소피너지 3

executive

producers

잉그리드 윈디치

제라르 크로스니에

producer

이브 마미옹

associate

producers

폰데이션 오스만

에이디

폴커 슈렌도르프

production

managers

도로시아 힐데브란트

프랑소와-자비에

데크라엔

unit managers

아노 뒤퐁

디터 앤더스

피에르 니콜라스

프레데릭 도니귀안

location

managers

도미니크 캐스턴

베노아 클레망소

디트리히 크라프트

assistant 

directors

크리스토프 쉐이송

에바-마리아 쉐네커

에릭 폴린

우베 발터

카린 레페브르

줄리앙 지디

다리나 알 준디

나우라 알 애즈메

앙드레 베른하드

린드너

실비 미쉘-캐시

script supervisor

끌로딘 톨레르

casting

제라르 무멜브리에

프란신 카셀라인

루랑 술레

카린 비벤

screenplay

레지 바르니에

adapatation/

dialogue

알랭 르 앙리

제지 바르니에

director of

photography

프랑소와 카토네

underwater

photographers

롤랑 사보예

미쉘 르네스트

camera 

operator

베르토

steadycam

operators

패트릭 드 란터

마르크 코닉스

editors

쥬느비에브 윈딩

아그네스 슈와브

production

designer

자끄 뷔프느와르

art directors

디터 델

장 프와노

set decorator

소피 마르텔

costumes

자끄 폰터레이

hairstylists

알랭 버르나르

패트릭 기로트

make-up 

세드릭 제라르

마리 라스트네

헤르베 수리에

프랭크 메이

브리지트 벨저

title and opticals

마이크로필름스

music

패트릭 도일

orchestra

conductor

데이빗 스넬

music performed

by

vocals:

질 고메즈

music editor

로이 프렌더가스트

orchestration

로렌스 애쉬모어

songs

“Quartet for

Strings Opus 131”

by Ludwig van

Beethoven

“Midnight Waltz”

from “Cinderella”

by Sergei Prokofiev

choreography

크리스 갠도와

sound

길롬 스키아마

끌로드 비랑

올리비에 뷔르고

sound editors

패트리스 그리소레

산티아고 테브네

music recording

폴 윌름

스티브 오처드

존 베일리

post sync

장-막스 모리스

파비안 아델린

sound mixer

베르나르 르 루스

sound effects

로랑 레비

프랑소와 레페플

historical

consultant

벤자민 소토라

stunt consultants

다니엘 베리떼

아민 사우어

film extracts

<바람결에 씌어진>

(56)

cast

엠마누엘 베아르

Jeanne

다니엘 오떼이유

Louis

가브리엘 배릴리

Mathias Behrens

장-끌로드 브랠리

Arnoult

쥬느비에브 카실

Solange

미쉘 에트쉐베리

Charles

로렌스 마슬리아

Hélène
장-노엘 브루떼

Marc

이사벨 귀아르

Mathilde

프랑소와 카롱

André
마리아 피치

Liseul

사무엘 르 비안

Henri

아인즈 브넨

Andreas

앙트완 뒤 메를

Antoine

데지레 뒤퐁

Armelle

요코 몰라레

Armelle

뱅상 오펠

Laurent

찰스 앙리

Laurent

조르쥬 레오폴드

passer-by

악셀 반트케

Russian officer

조셉 섬너

English officer

뱅상 클리쉐

head thief

삐에르 카시나르

inspector

파비안 트리코테

Gisèl
레 자르트 소즈

Tapeze Artist

오딜 시모닌

Martine

클라라 디 지로라모

Benoît
마릴 귀나르

Martine

아노 브뉴엘

Martine

술리안 시모네

François
폴 리비에르

Arnaud

앙드레아 쉴마

Eléonore
아파라쉭 폴스무직

Russian dance

orchestra

헬가 페더슨

Kirghiz dancer

스웨트라나

스코로코도바

Rusian dancer

장-프랑소와베이안느

French officer

디타 롤

French woman

officer

다니엘 불루

패트리시아 랭

Louis’Friends

레미 루이스

priest of Nancy

아나-마그다레나피치

Margot

로랑 비비안

customs officer at

airport

프랭크-로렌츠 앙겔

officer at airport

질 가브와

Militiaman

얀 뒤파

volleyball player

니달 애쉬카

위베르 생-마카리

99분

프랑스, 국, 독일

1994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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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가잔느의곁을지키고루이는구토를하

는가운데루이의아들이태어난다. 

마티아즈는 잔느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잔느는그를거부한다. 루이와잔느가루이의

베트남복무준비를위해낭시로돌아가자마

티아즈는그들을따라간다. 루이가없는사이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꽃피운다. 잔느가

아이들과 함께 마티아즈와 살 결심을 한 순

간, 엘렌느와 마르크가 아이들을 납치한다.

잔느는 아이들 없이는 마티아즈를 따라가려

하지않는다. 루이가돌아오자루이의상관은

그를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임지인 시리

아로 발령한다. 그러나 잔느는 마티아즈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마티아즈가

도착하자 루이는 로마 유적지에서 그에게 덤

벼든다. 이를 본 잔느는 돌로 남편을 때려눕

힌다. 

스캔들이 퍼지고 루이는 베트남으로 돌아

간다. 그는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한다. 마침

내 마티아즈도 지쳐 잔느 곁을 떠난다. 루이

는 베트남에 이어 알제리로 떠나고, 혼자 남

은 잔느는 어느 날 비보를 접하고 상심하여

눈을감는다. 돌아온루이는아내의지갑에서

마티아즈의죽음을알리는쪽지를발견한다.

감정과정서를깊이파고들지않고단지

우아하게 전개되는 화에서, 간결하면

서도 핵심을 찌르는 장면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레지 바르니

에의 <프랑스 여인>은 조금 놀랍다. 더

구나의상고증에치중하는사극의경우

그것은 더운 드문 일이기에 <프랑스 여

인>의 장중한 세트는 더욱 그럴 듯 해보

인다. 레지 바르니에는 1939년에서

1960년 말에 이르는 프랑스의 군국

주의를 성적, 정서적 코드로 치환해 보

여주면서관객을끌어당긴다. 모든갈등

은비행을거듭하는주인공잔느와분리

시켜그녀의남편이자군인인루이를프

레임에 넣었다 뺐다 하기 위해 발생한

다. 통념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주

인공잔느가 화의제목이암시하는프

랑스여인이며, 감독바르니에의어머니

에 한기억이다. 

우아함을 중시하는 <프랑스 여인>은

잔느와 마티아즈의 사랑에 한 분위기

있는 배경이 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로

케이션으로삼고있다. 루이가복무하는

군 가 어째서 베를린과 베트남, 시리

아, 알제리에 있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프랑스 역사에 관해 일반

적으로알려진바를통해유추해볼수는

있지만, 이 화가 어째서 한 남자의 군

경력(그것도 분명 아내의 연이은 부정

에 한반감에서비롯되어궤적을그리

는)을 따라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생각

이 미치면, 화가 세계사적 질곡과 개

인적 불행을 암시적으로 연관시키고 있

다는짐작을하게된다.

일단 거기까지 짐작하고 나면 화는

상당히진부해진다. 감정을드러내지않

는의무감투철한루이는전형적인군인

으로, 식민지제국으로서힘을상실해가

던무렵의프랑스외교정책을암시적으

로 미화하는 역할을 한다(비록 오류는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거창한 해석이

라면, 바르니에는 루이를 통해 단지 루

이처럼 쉽게 다가설 수 없고 정을 느낄

수없었던자신의아버지를회상하고있

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잔느 역시,

제목에 의해 프랑스 여성 일반을 어쩔

수 없이 표하게 된 점을 차치하면 사

랑만을 지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은 60

년 해방된 여성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바르니에는 가족 중에 부

정한행동을한사람이있었다는사실을

그녀를통해완전히지워버리고싶은걸

까? 어떤설명도설득력이없는것은바

르니에의연출이항상너무극적이라엠

마누엘베아르가어떤옷을입어도아름

답고 다니엘 오떼이유의 냉정한 시선이

실감난다는자명한사실이외엔아무정

보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이 한결같이 애잔하게 슬프거나 현

기증이 날 만큼 흥분되는 이 화에서

인물들의 평소 모습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잔느는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자

식밖에모르는여자 다가어떤때는남

자때문에자식을뒷전으로하는여자가

되곤 한다. 루이가 어떤 군인인지도 나

오지않으며온화한미남이란사실외에

마티아즈가 어떤 인물인지도 나오지 않

는다. 그와 잔느의 단속적인 애정 행각

은전후독일과프랑스의관계를암시하

는 것인가? 명쾌하지 못한 이런 불확실

성은 <프랑스 여인>을 더욱 피상적이고

우아하게만든다. 과연까뜨린느드뇌브

가주연을맡았던레지바르니에의전작

<인도차이나>에비견될작품이다.

NICK JAMES

SIGHT &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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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인〉엠마누엘 베아르

And Odds & End…

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한 헤드 카피입니다. 

카피의 진담 여부는 믿거나 말거나!

내츄럴에너미Natural Enemy

감독더 라스잭슨

주연도날드서덜랜드, 윌리엄맥나마라

“버려진아이의분노”

블러드문Bloodmoon

감독토니륭

주연게리다니엘스, 척제프리스

“지긋지긋한 스트레스를 완전해소할 속시

원한액션이왔다!!”

링거Ringer

감독칼로구스타프

주연쉐논워리, 티모시버툽스

“라스베가스의유혹!”

미드나이트블루Midnight Blue

감독스코트스나이더

주연데미안췌파, 아니벨쇼필드

“마지막 심호흡, 그녀의 관능이 살아난

다!”

아프리카Africa

감독알폰소웅가리아

주연임마놀아리라스, 줄리아카르멘

“이젠- 내가세상을버린다!”

엑시트인레드Exit in Red

감독유렉보가예비츠

주연미키루크, 이나벨스코필드

“지금 당신은 은 한 음모의 덫에 말려들

고있다!”

육체의욕망Secret Seduction

감독브레인J 스미스

주연다니엘앤더슨, 조디피셔

“욕망이옷을벗는다!”

일그러진사랑Broken English

감독그레고니콜라스

주연라데세르베치아, 알렉산드라뷰직

“사랑…그위험한전쟁의시작!”

킬링타겟Wounded

감독리차드마틴

주연매드첸애믹, 그레이험그린

“1990년 뤽 베송의 <니키타>. 1993년 존

바담의<니나>. 그리고1997년<킬링타겟>

퍼펙트타겟Perfect Target

감독쉘던레터치

주연다니엘버나트, 브라이언톰슨

“비수를감춘외인용병의 반격!!”

프레셔스2049 Precious Find

감독필립모라

주연룻거하우어, 조안첸

“서기 2049년 인간의 탐욕이 미래를 파괴

한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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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아 두케 Nadie hablar de nosotras cuando hayamos muerto

더스트 Dust

데블스 오운 The Devil’s Own

레인저 스카우트 Bushwhacked

머홀랜드 폴스 Mulholand Falls

메트로 Metro

바운드 Bound

박 박

비지니스 어페어 A Business Affair

쁘아종

스타워즈 Star Wars Episode IV A New Hope

스핏파이어 그릴 The Spitfire Grill

아메리칸 퀼트 How to Make an American Quilt

오디션

쥬드 Jude

폴링 다운 Falling Down

프랑스 여인 Une Femme Française

c


